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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

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관

심이 꾸준히 증대되어오고 있다. 특히, 인간의 개인 

건강과 질환을 관리하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관련 연구 및 산업들이 

발전해 오고 있다. 일반적인 스마트 워치와 같은 스

마트 기기를 활용한 기초 건강에 관한 기술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외에도 특이 질병이나 고위험군 질병

들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관점의 연

구 또한 많아지고 있다[1-4].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인공지능 예측 알고리즘 활용으로부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경량화나 정확성을 향상하게 시킴으

로써 개인의 건강한 삶과 의료 시스템의 질적인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다[5]. 일반적인 진단 예측 알고리즘

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로 공개된 데이터들 

(WDBC data set, pima indian diabetes data se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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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기본 기계학습 기법들을 바탕으로 실제 측정된 데이

터들에 대한 인자들의 상관관계 분석과 유효성 검증

은 기존의 통계 분석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 분석으로 이미 

분석된 데이터에 대해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함으로

써 새로 연구된 인자들에 대한 진단예측의 활용과 

관련한 유효성을 확인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보고된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

련 리포칼린(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

ocalin, NGAL) 인자와 혈액암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6], 혈액암의 진단 예측 정확도를 바탕으로 

NGAL 인자의 유효성을 검증할 것이다. 기존에 보고

된 데이터 분석 및 질병 진단 예측에 활용 가능한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7-9], 랜덤 포레

스트(random forest)[10-12], 순수 베이즈 분류기

(naive bayes’ classifier)[13-17]의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들을[18] 본 논문에서 분류기로써 사용하여 진

단 예측을 진행할 것이다. NGAL은 다양한 원인으로

부터 급성 신장 손상이 발생하면 급증하는 소변 생물

학적 표지자로써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9].

또한, NGAL은 급성신장 손상 외에도 염증과 연관성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20]. 최근에는 만성 

염증이 혈액암의 발달을 유도한다는 연구 가설이 제

기되었으며[21-23], 염증 유발 관련 인자에 대한 분

석을 통해 혈액암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골수(bone marrow, BM) NGAL 수준은 

혈액암이 있는 개인에서 말초혈액(peripheral blood,

PB) NGAL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4], 이는 BM NGAL이 PB NGAL보다 BM 미세 

환경을 더 잘 반영할 것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에는 

혈액암 환자의 BM NGAL 수준을 정상 BM의 NGAL

수준과 비교하여 호중구(neutrophil) 수를 포함한 혈

액학적 측정 지표와 BM NGAL의 연관성이 제시되

었다[6]. 혈액암과 같이 희귀 질병의 경우 데이터의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시된 연관성의 추가적인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혈액학적 측정 

지표와 BM NGAL 연관성에 대해 추가적인 유효성 

확인을 위한 보조 기법으로써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에서[6] 사용된 데이

터를 활용하여 위에서 설명한 기계학습 기법들로부

터 진단 예측 학습 및 이에 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혈액암과 BM NGAL 수치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하

기 위해 다섯 가지 혈액암 환자와 일반인의 데이터를 

분류하여 진단 예측을 확인하였으며, 진단 예측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측정 지표에 NGAL을 포함한 결

과와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BM

NGAL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골수 측정 및 혈액암의 

희귀성 때문에 측정 검체수가 106개로써 한계가 존

재하지만 적은 데이터에도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

는 k-NN[25] 및 NBC를[26] 포함한 기본적인 진단 

예측 분류기들로부터 혈액암 질병을 분류하는데 높

은 예측 정확도 및 BM NGAL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의 통계 분석에 대한 의의를 구체화하

였다. 또한, 사용된 분류기 종류별 예측진단 정확도 

비교로부터 진단 예측에 활용된 데이터의 적합한 분

류기를 특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추후 예측진단으

로써의 적합한 분류기로써 GNBC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이  론

2.1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s algorithms, 

k-NN)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1951년 Evelyn Fix와 

Joseph Hodges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27] 후에,

Thomas Cover에 의해 확장된 알고리즘이다[28]. 패

턴인식 분야에서 회귀, 분류에 사용되는 비모수 지도

학습 방법으로써 두 가지 경우 모두 입력이 특징 공

간 내에서 k개의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에 대해 분석

하며 출력은 분류, 회귀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본문

에서 사용할 k-NN 분류에서의 출력값은 소속된 항

목 값이다. 데이터들은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사

이에서 가장 공통된 항목에 할당되고 과반수에 의해 

분류된다. 가장 간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써 데

이터 군집화(clustering)에 주로 사용된다. 이때 k 값

에 따라 분류 결과값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지도학습을 통해 최적값 k에 대해 도출한다. k 값

이 너무 작으면 데이터의 잡음에 의한 과대 적합 가

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k 값이 너무 크면 과소 적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적 k에 대해서 지도학습을 수행

했을 시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과대, 과소 적합을 

피하고자 적절한 k를 선택해야 한다. Fig. 1은 Hb와 

NGAL에 대해 혈액암 두 가지 질병군과 일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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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을 분류하는 분류기로써 k-NN을 적용한 예

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군 종류별로 k-NN에서

의 k 값에 따른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고 최적 k 값에 

대한 k-NN을 적용하여 인자별 유효성 및 분류기별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측정 지표로써 NGAL의 유무

에 따른 k-NN 분류결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통해 k-NN을 사용한 혈액암 분류에서의 

NGAL과 혈액암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2.2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RF)

랜덤 포레스트 또는 랜덤 의사결정 포레스트 

(random decision forest)는 분류, 회귀 및 기타 작업

을 위한 앙상블 학습 방법으로 데이터를 학습할 때 

다수의 의사결정 트리를 구성하여 작동한다[29]. 분

류기로써의 랜덤 포레스트의 출력은 의사결정 트리

에서 선택한 클래스들에 대한 다수결 결과 값이다.

랜덤 포레스트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트리는 여러 규

칙을 순차 적용하여 독립 변수 공간을 분할한다. 먼

저, 특정된 독립 변수에 대한 기준값을 분류 규칙으

로써 정하고, 학습에 사용되는 전체 데이터 집합을 

독립변수 기준값과 대소 비교를 통해 데이터 그룹을 

나눈다. 데이터 그룹을 나눌 때 사용되는 기준값으로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를 사용한다. 지니 계수는 

통계학적으로 불균형의 정도를 표현하는 계수로써 

불순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불

순도가 낮고 균등하게 분리되었음을 의미하며, 반대

로 지니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순도가 높고 분리

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30]. 마지막으로, 각각 나눠

진 그룹에 대해 다시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의 기준 

설정 및 대소 비교를 반복하여 트리구조를 나눠진 

그룹의 클래스가 단일 클래스가 될 때까지 시행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트리를 다양한 독립 변수 기준값에 

대해 랜덤성을 가지기 때문에 트리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로부터 예측 동작에 대해 비상관화 

(decorrelation) 특성을 가짐으로써 일반화 성능을 향

상시킨다.

2.3 순수 베이즈 분류기(naive bayes’ classifier, NBC)

순수 베이즈 분류기는 베이즈 정리(bayes’ theo-

rem)를 기계 학습에 적용한 일종의 확률 분류기로써 

분류할 데이터 클래스 간의 독립성을 가정한다[31].

순수 베이즈 분류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부 확률 모델에서 순수 베이즈 분류는 지도 학습 환

경에서 간단하고 빠르며 효율적으로 훈련될 수 있다.

둘째, 분류에 필요한 측정 지표를 추정하기 위한 훈

련 데이터의 양이 매우 적다. 셋째, 단순한 베이지안 

분류는 단순한 설계와 가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잡

한 실제 상황에서 잘 작동한다. 순수 베이즈 분류기

에서 분류할 인스턴스는 N개의 지표가 독립변수인 

벡터       으로 표현된다. 순수 베이즈 분류

는 이 벡터를 사용하여 식 1과 같이 가능한 확률적 

결과  클래스를 할당하여 조건부 확률에 대해 사후 

확률 (post probability)을 계산하여 분류한다.

 ⋯  ,      ⋯   (1)

∣ 
∣ 

2.4 가우시안 순수 베이즈 분류기(Gaussian naive 

Bayes’classifier, GNBC)

순수 베이즈 분류기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형태와 

분포에 따라 이벤트 모델을 달리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진단 예측을 위한 생체 데이

터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데이터

에 적용할 수 있는 가우시안 순수 베이즈 분류기를 

사용한다[32]. GNBC를 적용하기 위해 분류하려는 

데이터의 분포가 가우스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성하는 지표들에 대한 분포를 확

인하고 측정 지표화 하여 정규분포식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순수 베이즈 분류기에서의 사전확률과 가

능도의 곱에 대한 연산을 통해 분류한다. Fig.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GNBC의 구성 및 연산을 도식화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k-NN classifications. (a) 

“AML vs. control group” classification and (b) 
“PCN vs. control group” classification for Hb and 
NGAL according to k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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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데이터 지표들의 분포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 데이터 지표 값으로부터 가능도를 

구하고, 이를 통해 사후 확률을 계산하여 진단 예측

을 수행한다. 혈액암군과 일반군에서의 데이터의 지

표들의 분포 차이가 클수록 진단 예측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

2.5 골수 상청액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및 

혈액학적 악성종양의 혈액학적 측정 지표 분석

최근 만성 염증이 혈액암의 발달로 이어진다는 가

설이 제기되고 있다[24]. 이 가설에 따르면, 염증 유

발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혈액암의 메커니즘을 설

명할 수 있다. 혈액암 환자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

련 리포칼린(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

ocalin, NGAL) 수준을 평가하는 이전 연구에서 혈액

암을 가진 개인에서 인간 골수(bone marrow, BM)

NGAL의 수치가 말초혈액(peripheral blood, PB)

NGAL 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BM

NGAL이 PB NGAL보다 BM 미세 환경을 더 잘 반

영할 것임을 시사한다[33]. 혈액암과 NGAL 연관성 

분석을 위해서는 PB NGAL뿐만 아니라 BM NGAL

의 측정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혈액암 환자

들에 대한 검체 데이터들을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해 

분류하고, 혈액학적 양성 진단 분류기의 정확도에 대

한 BM NGAL 수치의 기여도를 확인하였다.

3. 제안한 방법

3.1 진단 예측을 위한 데이터 분류 전처리

혈액학적 측정 지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사용

하여 진단 예측을 진행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진단검

사의학과에서 측정된 106개의 검체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6]. 검체 데이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17개, 만성 골수성 백혈병

(chronic myeloid leukemia, CML) 12개, 골수이형성 

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MDS) 25개, 골

수증식성 종양(myeloproliferative neoplasm, MPN)

22개, 형질세포 종양(plasma cell neoplasm, PCN) 16

개의 진단 샘플 및 대조군 14개로 구성되어있다. 검

체 데이터는 총 18개의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누락 혹은 이상 값을 포함한 지표는 진단 예측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하여 13개의 측정 지표를 활용하였

다. 13개의 측정 지표는 신체 나이와 BM NGAL 수치 

및 헤모글로빈(hemoglobin, Hb), 백혈구 수(white

Fig. 2. Schematic diagram of GNBC configuration and class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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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cell count, WBC count), 호중구 수(neutrophil

count), 혈소판 수(platelet count), BM 성숙 골수 세

포와 에리티로이드 비율(the ratio of maturing mye-

loid cells to erythroid cells in the bone marrow,

M:E ratio), BM 세포 % (BM 흡인 슬라이드에 대한 

BM 세포 수) 와 같은 혈액학적 측정 지표에 대하여 

수집되었다. BM 세포 % 에는 BM 블라스트(BM

blast), BM 프로미셀로사이트(BM promyelocyte),

BM 골수세포성(BM cellularity), BM 메타미셀로사

이트(BM metamyelocyte), BM 밴드 호중구(BM

band neutrophil), BM 호중구(BM neutrophil)로 구

성되어있다. 혈액암 종류별 진단에 대한 학습 및 검

증 데이터의 비율은 0.75, 0.25 비율로 구성하였다.

3.2 연구 데이터 진단 예측을 통한 분류기 성능 비교

실제 측정된 검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기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전체 106개의 측정 데이터 중 4

종류(AML, MDS, MPN, PCN)의 진단 샘플 데이터

들을 각각 대조군과 분류하여 진단을 예측하는 성능

을 확인함으로써 분류기 기법들의 성능을 비교 하였

다. 또한, 측정 지표 중 BM NGAL의 수치와 혈액암

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BM NGAL 측정 지표 

유무를 조작 변인으로 설정하여 진단 예측 분류 성능

을 확인하였다. 제한적인 데이터 개수의 한계점을 보

완하기 위해 k-fold cross-validation을 적용하여 최

종적으로 비교하였다.

3.3 진단 예측 분류기 비교를 위한 오차 행렬 결과 비교

오차 행렬(confusion matrix)은 학습된 분류 모델

의 예측(prediction)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델이 

얼마나 정답과 오답에 대해 혼동(confused)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측오류를 4개의 분면 (이진 분

류 기준)에 요약하여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표이다.

Fig. 3은 오차 행렬의 구성이며, 표의 각 행은 예측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표현하고 각 열은 실제 클래스

의 인스턴스를 표현한다. Fig. 3에서의 TP는 true

positive로써 positive를 실제 positive로 참(true) 예

측한 것을 의미하며, FP는 false positive로써 실제 

데이터는 negative인데 positive로 거짓(false) 예측

했음을 의미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검체 데이터 AML 진단 예측 분류기 비교

Fig. 4는 검체 데이터에 대한 AML 및 control 그

룹에 대한 분류기별 분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오차 

행렬이다. BM NGAL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

과를 보임으로써 AML과 일반 control 그룹에 대한 

Fig. 3. Configuration of confusion matrix.

Fig. 4. Confusion matrices of AML diagnostic prediction cases according to different classifier types. (a) k-NN, (b) 

GNBC, and (c)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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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대해서는 세 종류의 분류기에서 모두 정확히 

진단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RF를 사용한 AML 진단 예측에 대해 

NGAL을 포함한 분류 (a)와 NGAL을 포함하지 않은 

분류 (b)에 대한 결과를 sample tree 결과로써 비교

하였다. 두 결과 모두 decision single tree의 깊이가 

1 수준이며 26개 학습 데이터에 대해 명확히 구분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NGAL은 분류 지표로써 AML

을 예측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지만,

NGAL이 없는 경우에도 BM blast % 지표를 기준으

로 1의 깊이만으로 데이터가 분류 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AML 그룹과 control 그룹을 분류할 

때 NGAL이 중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나 필수적인 

지표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검체 데이터 CML 진단 예측 분류기 비교

Fig. 6은 검체 데이터에 대한 CML 및 control 그룹

에 대한 분류기별 진단 예측 오차 행렬이다. CML에 

대한 분류도 AML과 마찬가지로 BM NGAL 지표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 AML과 마

찬가지로 테스트 그룹 데이터가 7개 밖에 되지 않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분류기별 학습 및 분류가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NGAL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분류 정확도를 보

여주는 CML 역시 Fig. 7에서도 마찬가지로 RF에서

의 NGAL 외에 BM myelocyte % 가 중요 지표로써 

의미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검체 데이터 MDS, MPN 진단 예측 분류기 비교

검체 데이터 MDS와 MPN에 대한 진단 예측은 

AML과 CML에 대한 진단 예측과 다르게 일부 분류

기에서 오답으로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Fig. 8

은 MDS에 대한 진단 예측 오차 행렬이다. Fig. 8

(c) RF 분류 결과에서는 10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올바른 결과를 보이지만, Fig. 8 (a) k-NN,

(b) GNBC 결과에서는 false positive에 대한 오류를 

Fig. 5. Sample tree of RF used in AML diagnostic pre-

diction (a) with NGAL feature and (b) without 

NGAL feature.

Fig. 6. Confusion matrices of CML diagnostic prediction cases according to different classifier types. (a) k-NN, (b) 

GNBC, and (c) RF.

Fig. 7. Sample tree of RF used in CML diagnostic pre-

diction (a) with NGAL feature and (b) without 

NGAL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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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킨다. 반대로 Fig. 9의 (a), (b)에서 보여주듯 

MPN에 대한 진단 예측은 Fig. 9 (a) k-NN 및 (b)

GNBC 결과에서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나, (c)

RF 분류 결과에서는 마찬가지로 false positive에서 

오차를 발생시킨다. MPN과 MDS의 데이터 지표 및 

분류기에 따른 진단 예측이 차이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4.4 검체 데이터 PCN 진단 예측 분류기 비교 

Fig. 10은 검체 데이터 PCN에 대한 분류기별 진단 

예측 오차행렬 결과이다. Fig. 10 (b) NBC, (c) RF에 

결과에서는 제대로 된 진단 예측을 할 수 없음을 확

인했으며 Fig. 10 (a) k-NN 분류기에서만 87.5%의 

분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11에서 

보여주듯이 NGAL 지표의 유무에 따른 진단 예측 

분류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 PCN의 경우 

NGAL 유무에 따른 k-NN에서의 진단 예측 정확도 

차이로부터 NGAL 지표가 주요 PCN 데이터 분류에 

유효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4.5 NGAL 지표 유무 검체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별 

k-fold 교차검증 비교

Table 1 및 Table 2는 NGAL 지표 유무에 따른 

검체 데이터와 분류기별 진단 예측 정확도를 보여준

다. 제한적인 데이터 개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k-fold cross validation을 진행하였으며, 다섯 종류

의 혈액암 진단 예측 분류에서 각 실험군과 대조군의 

샘플 개수 중 더 적은 샘플 개수를 k-fold의 최대 k값

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과 2에서 보여주듯이 AML,

CML, MDS는 평균적으로 95% 수준의 높은 정확도

Fig. 8. Confusion matrices of MDS diagnostic prediction cases according to different classifier types. (a) k-NN, (b) 

GNBC, and (c) RF.

Fig. 9. Confusion matrices of MPN diagnostic prediction cases according to different classifier types. (a) k-NN, (b) 

NBC, and (c)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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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fusion matrices of PCN diagnostic prediction 

cases by k-NN (a) with NGAL and (b) without 

NGAL.

를 보여줬으나 MPN과 PCN에서의 진단 예측 정확

도는 평균 73.9%로써 낮은 예측 정확도를 보인다.

또한, NGAL 유무에 따라 예측 정확도의 차이는 존

재하지만, 분류기별 유의미한 정확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Fig. 12에서 보여주듯이 RF 분류기

에서의 PCN 진단 예측에 대한 데이터 특성 중요도를 

확인하였을 때 NGAL의 중요도보다 M:E ratio, BM

band neutrophil %, BM myelocyte % 의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RF 분류기를 사용한 PCN에 대

한 진단 예측에 있어서 NGAL은 연관성은 존재하나 

절대적인 지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Diagnostic prediction accuracy of each classifier for blood cancer sample data with NGAL (k-fold cross-vali-

dation).

Classifier

Disease (with NGAL feature)

AML k=14 CML k=12 MPN k=14 MDS k=14 PCN k=14

k-fold cross-validation average Accuracy [%]

k-NN 100 100 78.6 83.3 70.2

GNBC 100 100 84.5 96.4 66.6

RF 96.4 95.8 66.7 92.9 75

Table 2. Diagnostic prediction accuracy of each classifier for blood cancer sample data without NGAL (k-fold 

cross-validation).

Classifier

Disease (without NGAL feature)

AML k=14 CML k=12 MPN k=14 MDS k=14 PCN k=14

k-fold cross-validation average Accuracy [%]

k-NN 91.7 100 78.6 75 73.8

GNBC 100 100 83.3 100 66.7

RF 96.4 83.3 73.8 94.0 69

Fig. 10. Confusion matrices of PCN diagnostic prediction cases according to different classifier types. (a) k-NN, 

(b) GNBC, and (c)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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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요약

혈액암 진단 예측과 NGAL 지표의 유효성 검증을 

기존의 기계학습 기법들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혈

액암의 다섯 가지 종류 중 AML, CML, MDS의 경우 

평균 95% 수준의 진단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나 MPN

과 PCN의 경우 세 가지 분류기 모두 상대적으로 낮

은 평균 74% 수준의 진단 예측 정확도를 확인했다.

또한, RF에서 single tree 기준값으로 사용되는 지표 

종류 및 특성 중요도 결과를 통해 NGAL 외에 다른 

혈액학적 측정 지표들인 M:E ratio, BM myelocyte

% 등이 분류에서 더욱 중요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

다. 이를 통해 혈액암 진단 예측에서의 NGAL과의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절대적인 지표

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Fig. 13에서 보여

주듯이 세 가지 분류기 중 적은 데이터에도 효율적이

라 알려진 GNBC가 일반적으로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용된 데이터에 한정적

으로 NGAL의 예측진단과 관련한 유효성 및 보조수

단으로써 적합한 분류기가 GNBC임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추후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에 참고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5. 결  론

의료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질병 진단 예측과 질병 

관련 지표들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추가적인 보조 

수단으로써 활용하여 의료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본적인 기계학습 기법들을 분

류기로써 사용하여 혈액암 검체 데이터에 대해 진단 

예측 성능 비교 및 NGAL 과 혈액암에 대한 연관성

을 확인하기 위해 검체 데이터에서의 NGAL 유무에 

따른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혈액암의 다섯 가지 

종류 중 AML, CML, MDS의 경우 평균 95% 수준의 

진단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나 MPN과 PCN의 경우 

세 가지 분류기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74% 수

준의 진단 예측 정확도를 확인했다. 또한, RF에서 기

준값으로 사용되는 지표들과 NGAL의 비교 및 RF

특성 중요도 결과로부터 진단 예측에서의 NGAL과 

혈액암에 대한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절대적인 지표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진

단 예측에 대해 k-NN, GNBC, RF 분류기 중 GNBC

Fig. 12. Feature importance for PCN group’s diagnostic prediction by RF.

Fig. 13. Accuracy comparison of blood cancer diagnosis 

predictions without NGAL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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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 결과로부터 GNBC

가 적합한 분류기임을 확인하고 사용된 데이터의 분

포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적인 

검체 데이터 개수로 인한 기계학습 정확도 및 신뢰도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간단한 예측 진단 결과로

부터 NGAL 지표 유효성 및 분류기 종류 적합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질병 예측 진단 

및 검체 데이터 지표 분석의 보조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법들의 활용성과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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