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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hat are the most common uses of multivariable models in
clinical research?
: 다변량 모델은 임상연구에서 nonrandomized 와 randomized studies의 둘 다에서 사용된
다. 다변량 모델의 4가지 가장 일반적인 사용은 다음과 같다.

A. 잠재적인 교란변수를 보정하는 동안 예후인자를 확인하는 것
B.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
C. 예후모델을 결정하는 것(prognostic models)
D. 진단모델을 결정하는 것(diagnostic models)

이 4가지 타입의 모델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그 목적들에 따라 다양한 용
도로 다변량 모델을 사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유용성을 이해하기 위하
여 각각의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2.1.A Identify prognostic factors while adjusting for potential confounders
: 우리가 다인성 질환들에 대해서 더 배우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심장병의 경우, 우리는 그
질병의 더 큰 위험인자들과 더 많은 위험인자의 수를 확인한다. 많은 변수들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층화(stratification)는 교란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이 된다. 예를 들어, Garner는 저밀도 지단백(low-density lipoprotein)의 분자의 크기
가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지 평가했을 때, 흡연, 혈압, BMI와 같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위험 요인들을 분석에서 보정하
였고, 또한 HDL cholesterol(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
테롤), non-HDL cholesterol, triglycerides(트리글리세리드: 혈중지방성분) 등과 같이 최근
에 더 확인된 위험요인을 모델에서 보정하였다. 1948년에 시작된 심장혈관질환의 가장 대규
모의 연구중의 하나인 Framingham study에서 1972년까지는 HDL cholesterol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다.

만일 잠재적 교란변수들이 교란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또한 모든 잠재적인 교
란변수들을 검증하거나, 어떤 것도 위험요인과 결과변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
한다면? 그럼에도 이러한 요인들을 보정하거나, 위험요인과 결과변수간의 관계를 단지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전히 다변량 분석의 사용이 필요한가? 기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위험요인과 결과변수간의 관계가 없는 한, 다변량 분석을 사용 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임
상 연구자들은 비록 이 변수들이 실제 교란변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결과변수
와 관련이 있을 때 다변량 분석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다변량 분석이 교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위험인자와 결과변수간의 관계가 두변수가 매
우 비슷하고, 다변량 분석이고, 교란을 나타내지 않는 이와 같은 사례를 자주 보게 될 것이
다.

비록 다변량 모델이 잠재적 교란변수를 보정하는 훌륭한 도구라 하더라도, 이 모델이 잠재
적 교란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란변수로 인한 모든 bias를 제거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실제 세계에서는 완벽한 보정은 없다. 단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 오류와 교란
변수의 오류는 있다. 한때 모델에서 완전하게 교란변수를 제거하지 못한 변수를 포함하고,
교란변수의 측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게다가, 그 모델이 주요변수들이 생략되거
나, 정확하지 않은 변수들이 열거되거나,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등의 에러를 포함하고 있었다.

2.1.B Adjustment for differences in baseline characteristics
: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은 특히 nonrandomized(observation) trials에서 중
요하다. 그룹들간 비교하는 종류의 연구는 연구가 randomization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
니었을 때부터 동등하지 않다.

비록 randomization은 비교그룹들이 연구의 시작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작위 환자들이 비
용, 논리적, 윤리적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때, 다변량 분석은 통계적으로 같은 비
교그룹들에 가까워지는데 사용될 수 있다. 물론, 다변량 분석은 절대 알려지지 않거나 측정
되어 지지 않은 교란변수들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randomization은 측정된
교란변수와 측정되지 않은 교란변수 둘 다에 관하여는 동등한 그룹들을 만들 수 있다.

다변량 분석은 우심도자술(right heart catheterization)의 중요한 nonrandomized study에
서 알려진 교란변수들을 보정하는데 사용 되어졌다. 이 시술은 오른쪽 심장에 직접 카테터
를 삽입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효능을 입증하는 어떤 연구들도 없

이, 1970년도에 널리 사용 되어지기 시작하였다. 많은 임상의들이 그들의 환자를 치료하고
모니터하는 것을 더 잘 되도록 한다고 느껴왔고, 그 시술은 치료에 있어서 확실한 표준이
되었다. 약간의 연구들이 우심도자술을 받았던 환자들에게서 높은 사망률을 발견했을 때,
우심도자술과 죽음과의 관계의 타당성이 제기되었으나, 그 연구가 randomized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에 그쳤다. 특히, 우심도자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 시술을 받지 않은 사람보
다 더 아팠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것은 randomized trials의 결과로 혼동 되어졌다. 실제로
는 그들의 잠재적인 질병에 의해 더 죽은 것이었는데, 시술에 의해 우심도자술을 받은 환자
가 더 죽은 것 같이 나타났고, 이 관계는 그림 2.1에서 설명된다.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 시도된 후에 의사들이 환자에게 Randomized controlled
trial를 수행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그 연구는 끝이 났지만, 그들은 우심도자술이 유익하
다는 것을 믿었다.

Conners는 5,73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nonrandomized study를 수행했고, 다중로지스
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우심도자술을 받은 환자의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개발했다.
성향점수는 가능한 교란변수의 가중결합이다. 이 예에서, 가중변수는 나이, 성별, 인종, 교육
수준, 보험종류, 질병종류 등의 잠재적인 교란변수들과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에 영향
을 주는 몇 개의 측정변수에 기인한다. 비례위험모형(potential hazards analysis)에서 우심
도자술의 성향점수를 보정했을 때, 환자들은 우심도자술로 인한 사망위험이 증가했다. 조사
자들은 역시 성향점수에 의해 우심도자술을 받지않은 사람들보다 우심도자술을 받은 사람들
의 생존률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다변량 분석이 통계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측정되어지지 않은 교란변수들을 보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들에서 측정되지 않은 교란변수의 효과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시도
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onners는 단독으로 우심도자술의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성향점수 변수들을 제거하고, 그 변수들의 제거가 사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
견했다. 비록 이것이 측정되지 않은 교란변수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되지 않더라
도 분석에 있어서 알려진 교란변수들보다는 현저하게 강한 영향을 끼친다.

그들의 연구의 하나의 아이러닉한 점은 우심도자술의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알림으로서
Randomized controlled trial가 실행 가능하도록 만든 점이다.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특성을 보정하는데 다변량 분석을 사
용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상적으로 만약 nonbiased way에서 randomization이 수행된다면,
비교 그룹은 알려진 요인과 알려지지 않은 요인 둘 다에 대해서는 대등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중재(intervention)와 관련된 변수들과 교란변수가 없어야 한다. (그림 2.2) 단순한 2개

변수를 사용하여 2개의 그룹에서 결과를 비교하고, 중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끔 우연히 하나의 그룹을 randomization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룹들과 의미있는 차
이가 있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Mittelman는 Alzheimer disease 환자들의 가정간호
(nursing home placement)를 지연하도록 중재했고, 그에 맞춰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추출했다. 우연히, 1차 간병인이 여성인 경우가 실험군의 가족들보다, 대조군에서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 간병인을 둔 부모가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이, 간병
인의 성별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연구의 결과는 다르게 해석된다. 저자는 간병인
의 성별을 보정하고 난 후, 치료와 가정간호가 감소하는 것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
다.

비록 다변량 분석이 Mittelman에 의해 더 해석하기 좋은 연구의 결과를 만들지라도, 연구
자들은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randomized clinical trial을 반대한다. Randomized clinical
trial의 장점은 randomization이 알려진 요인과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 둘 다에 대해서, 그룹
간에 동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에 대
해서는 보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다. Randomized clinical trial의 통계적 보
정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보정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보정할 수 없다. 그렇
지만, 통계적 보정으로 모델의 에러를 알 수 있다. 만약 이변량 분석에서 단지 영향이 없거
나 약간의 영향이 있다고 나왔더라도,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모델의 에러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Randomized clinical trial에서의 다변량 분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실험군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변량 분석의 사용은 교란변수를 보정하는
동안 예후 인자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1.C Determine prognosis(Prognostic models)
: 암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암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수 있을 것인
가? 이것들은 환자들이 임상의들에게 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다. 대부분의 윤리학자들과
임상의들은 환자들이 그 질문들에 대해 정직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동의한다. 다변
량 분석으로 환자 그룹의 예후인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전에 알려진 예후인자만으로 한 환
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Schuchter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10년간 488명의 흑색종 1기 환자
에서 생존자를 평가하는 예후모델을 개발하고 추적했다. 10년동안 생존자는 78%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나이, 성별, 위치(말단), 손상두께의 4가지 요인들이 10년동
안 생존율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말단의 손상두께가 0.76 미만인 60세 이하의 여

성들은 10년 뒤의 생존률이 99%였다. 손상부위가 3.6mm를 초과하고 60세 이상의 남자들
은 10년후 생존률이 단지 10%였다.

이 예후 모델은 같은 질병에서 어떻게 다른 생존률이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다른 환
자의 특성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Schuchter의 모델은 정확하게 cases의 74%의 결과에
대해 예측한다. 바꾸어 말하면, 나이, 성별, 부위, 손상두께를 안다면, 정확하게 생존율을 예
측할 수 있고, sample의 74%의 10년 동안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심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후 정보보다 더 나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만약 모든 환자들이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면, cases의 78%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아니다. 예후모델의 성공을
판단하는 방법은 9.2과에서 논의된다.

예측 모델들은 연구대상의 모집단에서 비슷한 특징이 있는 환자들의 위험을 평가한다. 예
를 들어, 예후모델이 50대 이상의 남자의 표본이라면, 45세 이상의 여자들의 생존율을 예측
하지 못할 것이다.

예측 모델은 단지 알고 있는 위험요인들이 있을 때 유용하다. 임상의들이 쉽사리 이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할 때 대부분 유용하게 쓰인다. 만약 이 모델이 암의 유전표지
(genetic markers)를 알도록 요구한다면, 이 모델은 더 이상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없을 것
이다.

비록 모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melanoma study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
가지로 모델의 일반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모델은 그 데이터 셋에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기초한 결과를 예측하는데 최적화 되었기 때문이다. 모집단에서 표본
을 추출한 이후, 새로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약간 다른 표본을 가질 수 있다. 표본을 재추
출하는 것은 예후 모델을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이것은 11.1 과에서 논의될
것이다.

2.1.D Determine diagnosis(diagnostic models)
: 다변량 분석은 사람이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한 진단정보의 가장 좋은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진단 알고리즘의 가장 광범위한 연구는 응급실에서 가슴통증이 있
는 환자의 심장마비 같은 것을 진단하는 것이다. 가슴통증은 응급실에서는 일반적인 예후의
징후이다. 그것은 광부의 가슴앓이 같은 것이거나, 심장마비와 같은 중대한 것일 수도 있다.
매일 응급실에서는 임상의들이 집으로 보낼 사람과 관상동맥집중치료실에 입원할 사람을 결
정을 한다. 비록 관상동맥집중치료실에 급성 허헐로 입원한 환자일지라도, 실제 허헐이 있

어서 비싼 시술을 받는 환자는 반도 안된다. 응급실 방문하는 환자 중 집으로 보내는 사람
과 입원을 시켜야 하는 환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없다.

Pozen은 응급실에서 가슴통증이 있는 급성 허헐의 예후가 있는 환자들을 진단하는 진단
모델을 개발했다. 59개의 다른 임상적 측정들로부터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0에서 1.0까지의 허헐의 예후를 산출해내고, 7개의 임상적 특징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실험기간 동안 의사들이 입원을 할 것인지, 집으로 보낼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치료의 결과
를 주었다. 통제기간 동안에는 의사들이 급성 허헐의 확률을 평가하는데는 결과를 주지 않
았다. 연구자들은 임상의들이 정보를 주었을 때 그들의 의사결정이 향상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관상동맥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수가 허헐의 오진없이 30% 감소되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슴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왔을 때, 응급실 의사들이 그들의 휴대용 계
산기를 꺼내어 사용하였고, 허헐의 확률을 계산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아니다. Corey와
Merenstein은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편리한 자동판매기와 같은 연산법에 의한 worksheet
version을 제공 받는 이 모델의 수용성을 시험하였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단지 2.8%의 cases에서 사용했고, 낮은 사용율을 나타냈다. 임
상실습에서 주목할만한 특이한 경우에는 의사들에 의해 진단이 내려졌다.

진단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하다. 의사들은 특히 응급실에서 시간에 쫒긴다.
Pozen의 알고리즘은 20초 안에 계산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에 프
로그래밍된

전자계산기를

요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것들을

휴대하지

않는다.

worksheet version을 사용하여 허헐의 확률을 계산하는데는 30-60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비록 긴 시간같이 보여질지라도, 응급실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고, 이 일을 다 하기
가 불가능해 보인다.

심리학적 요인들은 의사들이 진단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의학훈련은 전통적으로
도제살이(apprenticeship)와 가깝다. 의사들의 직능은 풍부한 경험을 가질 때까지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의사들은 (비록 연구에서 같은 상황에서, 진단 모델이 의
사들에게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보여주더라도) 그들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Corey와 Merenstein study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 두 환자에 대해서 허헐의
같은 진단을 예측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모델에 대한 그들의 잃어버린 신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아직까지 그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에 의해 computergenerated models을 사용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
다. 좋은 진단 모델은 인턴에게 즉시 진료과의 과장과 같은 좋은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
들 수 있다.

비록, 진단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도적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모델에서 예후인자를 확인하
는 것을 디자인하는 것보다, 그들이 더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에는 존경을 표한다.
진단 모델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diagonal ear lobe
creases가 관상동맥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 이미 알려져 있는 나이, 좌심실구혈율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콜레스테롤 수치, 흡연, 당뇨, 가족력, 비만 등을 포함하
는 심장병 위험인자를 보정하는 것이다. ear lobe creases가 관상동맥사고가 원인이라는 것
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
는 것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성형 외과적으로 제거된 ear lobe
creases는 심장마비의 위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ar lobe creases은 관상동맥사
고와 심장병 위험인자 사이의 교란변수이다.

그러나, 환자의 ear crease는 여전히 유용한 임상정보로 제공된다. 이것은 만약 당신이
현장에서 가슴통증이 있는 의료종사자/보조자를 평가하는 환자라면 그들에 대해 다른 정보
를 가질 수 있다는 특별한 사실이다. 이렇게, 진단 알고리즘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는 다
른 변수에 의해 교란되어지는 효과인지 아닌지 개의치 않고 정확히 예측한 결과변수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ear lobe creases의 원인이 관상심장질환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므로, 그들은 교란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심장질환의 예후 연구들은 알
려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들을 보정하지 않아도 된다.

2.2 How do I choose what type of multivariable analysis to use?
: 다변량 분석에는 많은 종류와 방법이 있다. 다행히도, 임상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중선
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s analysis)의 3가지의 기법을 사용한다. 어
떤 종류의 다변량 분석을 사용할 것이냐는 결과변수와 종속변수의 특징과 종속변수와 결과
변수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논점은 다음 3장에서 논의 되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