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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측정자료 분석방법을 통하여 고찰한 IPAA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현석1)이승연2)박민선3)한대석4)

요   약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게 널리 시행하는 신 대체 요법으로, 복막투

석 환자에게서 주된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단백질-열량 양실조를 치료하기 위하여 아미노산

을 복강 내로 주입하는 치료방법이다. 아미노산 복막 투석액(IPAA)이 양실조 환자들에게 

실제로 양상태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 43명을 12개

월 동안 3개월 주기로 관측하여 얻어낸 자료를 반복측정자료에 적합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

여 분석하 다. 또한 단변량 자료 분석 방법을 시행하여 얻어낸 결과와 비교하여 반복측정자

료 분석방법이 산출하는 결과가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이라는 결론을 보여 주었다.

 주요용어 : 아미노산 복막 투석액, 반복측정자료, 혼합모형, 공분산구조 

1. 서론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은 혈액투석에 비하여 식사의 제한이 비교적 적으며 심혈관계의 부담이 

적고, 기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복막투석 

환자에서 흔히 발병하는 합병증의 하나로 단백질-열량 양실조는 복막투석 환자들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다(Teehan 등,1990). 이러한 양실조를 예방하

기 위하여 아미노산 투석액(Nutrineal
Ⓡ)을 사용하게 되면 아미노산이 복막투석액 내에서 삼투압

을 지닌 물질로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이 보고 되어 있다(Twardowski 등,1986).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 복막투석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아미노산 투석액(NutrinealⓇ)을 12개월

동안 반복측정자료를 바탕으로 아미노산 투석액(Nutrineal
Ⓡ
)의  장기간 사용이 환자의 양상태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반복측정자료는 다변량 통계자료로 동일한 개체에 대하여 주기

적으로 반복하여 관측한 자료로서 개체 내에 존재하는 상호연관성과 시간의 효과를 고려한 모

형을 분석한다. 반복측정자료를 분석하는 통계적인 방법들은 고전적인 다변량 자료분석법 중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Laird and Ware(1982), Jennrich and 

Schulchter(1986), Laird, Lange and Stram(1987), Diggle(1988), Lindstrom and Bates(1988)와 

Jones and Boadi-Boateng(1991)에 의하여 혼합모형에서의 모수추정법을 발전시키고 공분산구

조를 보다 일반화하며 추정량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통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반복측정자료를 기초로 하는 혼합모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IPA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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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예제를 분석하며 4장에서는 추후 연구내용에 대해서 언급하 다.

2. 반복측정자료에 기초한 혼합모형(Mixed Model)

  혼합모형은 확률화 블록 계획법으로부터 유도된 고정효과와 랜덤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모

형으로 각 개체별로 반복 측정된 자료 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반복 측정된 자료

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방법으로는 단변량 반복측정 분산분석이나 일반화 공분산 구조를 가지는 

다변량 선형모형을 적합할 수 있으나 개체 간마다 다른 관측시점과 서로 다른 개수의 관측값을 

가지는 경우, 결측치(missing data)가 존재하는 경우, 처리(시간)와 연관성이 있는 공변량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모형이 혼합

모형이며,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반응변수들에 대하여 단변량 회귀 분석을 적용할 수도 있고 

반복측정자료의 복잡한 구조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개체특성에 따라 특별한 모형을 적합하거

나 개체 간 및 개체 내 변동을 분석할 수 있는 정확한 모형을 제공한다. 반복측정자료에 대한 

혼합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i=Xiβ+Ziγ i+ε i , i=1,…,n

 y i : 개체 i 에 대한 t i× 1 차원의 반응 벡터, i=1,…,n (개체의 수),

 Xi : 개체 i 에 대한 고정효과를 표현하는 t i× b 차원의 계획행렬

 β  : 고정효과를 표현하는 b × 1 차원의 모수벡터

 γ i :  개체 i 에 대한 랜덤효과를 표현하는 g × 1 차원의 확률벡터

       γ i 는 N (0, B ) 를 따르는 서로 독립적인 확률벡터  

 Zi : 임의효과를 표현하는 t i× g 차원의 계획행렬

 ε i : t i× 1 차원의 개체 내 오차벡터

      ε i 는 N (0, Wi ) 를 따르는 서로 독립적인 확률벡터  

 γ i 와 ε i 는 서로 독립이다.

Wi 가 σ
2I t i 가 되면(여기서 I t i 는 t i 차원의 단위행렬) 각 개체 i 들 간의 반응치는 독

립적이면서 γ i 와 β 에 대하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적 독립모형이라고도 한다.

위와 같이 공분산 행렬구조에 따라 혼합모형의 형태는 달라지는데, IPAA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수집한 예제 자료에서는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두 그룹과 환자의 양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

표들마다 관측시점의 수가 각각 4(0월,1월,3월,6월), 5(0월,3월,6월,9월,12월), 6(0월,1월,3월,6월,9

월,12월)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단계적으로 

적합하 다.

모형1 : y hij=β hj+ε hij   - 그룹과 관측시점의 수에 의하여 분리된 평균의 효과

         h :그룹의 수, j : 관측시점의 수, Whi=Wi : Unstructured 공분산 행렬

모형2 : yhij=α h+β ht j+ε hij  - 그룹의 효과, 두 그룹의 처리에 따른 각각의 선형효과

         t j= t 1,… t j , j : 관측시점의 수, Whi=Wi : Unstructured 공분산 행렬

모형3 : y hij=α h+βt j+ε hij  - 그룹의 효과, 두 그룹의 처리에 따른 동일한 선형효과

         t j= t 1,… t j , j : 관측시점의 수, Whi=Wi : Unstructured 공분산 행렬

모형4 : y hij=α h+β ht j+ε hij   - 그룹의 효과, 처리에 따른 선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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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j= t 1,… t j , j : 관측시점의 수, Whi=Wi : Banded 공분산 행렬

모형5 : y hij=α h+β ht j+ε hij  - 그룹의 효과, 처리에 따른 선형효과

         t j= t 1,… t j , j :관측시점의수, Whi=(wij=σ
2ρ ∣i- j∣) : 자기회귀공분산행렬

모형6 : y hij= ahi+ b hit j+ε hij  - 랜덤효과를 가지는 그룹과 처리에 따른 효과

         ( ahi, b hi )'∼N 2( (α h,β h )', B) 서로 독립, ε hij∼ N( 0 , σ
2 ) 서로 독립

모형7 : y=ahi+β ht j+ε hij - 랜덤효과를 가지는 그룹효과와 고정효과를 따르는 처리효과     

       ahi∼ N(α h, σ a
2
) 서로 독립,  ε hij∼ N( 0 , σ

2 ) 서로 독립

3. 예제분석

3.1 자료소개

 1986년 1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로 내원하

여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을 실시하고 있는 환자 중

에서 양실조로 판단되는 복막투석 43명의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이 환자들은 포도

당 투석액으로 1일 4회 교환하는 통상적인 복막투석을 시행하던 환자들로 이중 1회의 복막투석

액 교환을 1.1％ 아미노산 투석액(Nutrineal
Ⓡ)으로 시행하도록 처방하 다. 

 대상환자는 아미노산 투석액 사용 시점 (0개월)으로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후에 각각 혈청 생화학적 지표를 측정하 고, 0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후에 요소동

력학 모형의 지표, 양학적 지표, 주관적 양상태 평가, 운동능력 평가, 인체계측학적 지표, 

식이섭취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반복적으로 측정하 다. 각 지표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 관측시점에서 구하여 표1에 정리하 다.

표1. 아미노산 투석액(Nutrineal
Ⓡ) 사용 후 측정된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Parameter Baseline 1months 3months 6months 9months 12months

혈청
생화학
지표

Hemoglobin (g/dL) 8.95±1.48 8.93±1.52 9.16±1.46 9.38±2.03 9.44±1.30 9.46±1.46

Potassium (mEq/L) 9.50±0.71 9.50±1.00 9.32±0.69 9.16±0.77 9.16±0.73 9.15±0.61

BUN (mg/dL) 50.23±14.43 68.24±14.92 70.38±12.25 70.50±15.26 70.84±15.97 73.04±14.77

Cr (mg/dL) 10.27±2.01 10.28±2.19 10.54±2.51 10.85±2.63 11.39±2.84 11.86±2.77

Phosphorus (mg/dL) 4.53±1.21 4.32±1.29 4.39±1.09 4.33±1.21 4.38±1.18 4.49±1.14

Protein (g/dL) 6.54±0.69 6.47±0.61 6.37±0.60 6.26±0.56 6.31±0.64 6.19±0.61

Albumin (g/dL) 3.31±0.31 3.39±0.29 3.34±0.27 3.27±0.32 3.27±0.32 3.21±0.34

IGF-1(ng/mL) 186.77±99.27 220.77±100.37 201.76±89.22 194.31±103.66 294.22±93.60 296.61±91.03

Total Co2 (mmol/L) 26.25±3.23 24.79±2.76 24.60±2.36 25.82±2.56 25.53±3.05 23.91±2.37

CRP (mg/dL) 0.51±0.32 0.25±0.26 0.42±0.42 0.72±1.27 0.29±0.29 0.31±0.38

Transferrin (mg/dL) 160.03±24.24 164.72±23.59 167.70±26.31 160.53±22.55 ND ND

요소
동력학
지표

SCCr(L/wk/1.73m
2
) 68.50±8.05 ND 69.23±8.71 67.72±11.29 66.80±11.84 63.78±9.93

Weekly Kt/Vurea 2.08±0.28 ND 2.13±0.30 2.15±0.29 2.13±0.29 2.09±0.25

인체
계측학
지표

IMLbm (kg) 48.63±8.13 ND 47.73±7.23 48.28±7.07 49.58±7.45 49.84±7.35

MAC (cm) 25.49±3.53 ND 25.83±3.46 25.94±3.70 25.96±3.86 27.37±3.49

양학 LBMCr (kg) 40.59±7.14 ND 42.31±9.03 41.90±8.24 43.74±9.04 44.2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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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Not detected

3.2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분류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은 IPAA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알아보고 

지표들의 변화로부터 IPAA의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환자들이 모두 

IPAA를 투여 받은 상태에서 비교실험에서 가정하는 대조군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

라서 주어진 환자들의 자료로부터 IPAA의 효과를 보여주는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을 각

각 반응군, 비반응군으로 구별하여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찾고자 한

다.  

 IPAA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준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임상학적인 소견에 기초한 것으로 크레

아티닌 배설량으로부터 계산된 제지방무게(LBMCr)와 전체 체중에 대한 제지방무게의 비율(％

LBMCr)을 사용하 다.  제지방무게가 기저치에 비하여 2.0 Kg 이상 증가하거나 제지방의 비

율이 기저치에 비하여 5.0％ 증가한 환자들을 반응군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비반응

군으로 분류하 다. 표2는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인구학적 및 임상학적 변수들의 특성치를 비교

하여 정리하 다.

표2. 반응군과 비반응군에 따른 변수들의 특성치

3.3. 단변량 분석결과

 반응군과 비반응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각 변수마다 두 그룹간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는 독립표본에서의 t-검정법을 적용하 다.  그

러나 각 환자마다 변수가 반복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변화량을 나타내는 변수를 두 방법으로 

정의하 다. 우선 기저치(0개월)의 관측값과 12개월의 관측값의 차이를 정의하고 두 번째 방법

으로는 기저치의 관측값과 기저치 이후부터 12개월까지 측정한 관측값의 평균값과의 차이를 사

용하 다.  전자의 경우를 전체변화량, 후자의 경우를 평균변화량이라고 하고 두 그룹 간의 평

균차이에 대한 검정법을 시행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들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지표

%LBMCr (%) 69.67±8.58 ND 72.12±10.58 72.52±9.51 74.34±10.12 74.61±9.92

nPNA (g/kg/day) 0.934±0.17 ND 1.218±0.18 1.21±0.19 1.23±0.16 1.22±0.16

SGA 5.10±0.96 ND 5.39±0.79 5.65±0.84 5.75±0.63 5.88±0.60

Hand grip strength (kg) 21.95±6.76 ND 23.90±7.83 23.66±7.76 21.99±8.11 21.60±7.44

Back lift strength (kg) 59.19±24.39 ND 66.55±27.91 68.88±26.36 64.89±27.35 65.10±27.10

식이
섭취량
지표

Calory (Cal/kg/day) 1350.778±201.50 ND 1354.48±192.65 1330.86±272.96 1368.80±194.13 1372.08±209.62

Protein (g/kg/day) 49.31±9.44 ND 49.27±9.17 49.67±9.76 48.90±9.81 49.53±9.74

Number 
(Patients)

Sex 
(M:F)

Age 
(years)

Duration 
of CAPD 
(months)

Peritonitis 
during 
IPAA
(episodes)

Height 
(cm)

Weight 
(kg)

BMI 
(kg/m

2
 )

%IBW 
(%)

반응군 22 12 : 10
51.681
± 8.196

73.909
± 28.265

0.091
± 0.294

160.172
± 7.748

56.868
± 7.153

22.581
± 2.965

102.204
± 12.166

비반응군 21 10 : 11
55.904
± 8.595

78.444
± 42.219

0.571
± 1.844

161.661
± 8.877

60.119
± 9.499

23.217
± 3.884

105.680
± 1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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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반응군과 비반응군에 대한 t-검정법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군과 비반응군에 대하여 전체변화량과 평균변화량이 유의한 차이

를 보여주며 증가하는 지표들은 제지방무게(LBMCr), 제지방무게의 비율(％LBMCr), 표준화 단

백질소 발현율(nPNA)와 혈청요소질소(BUN)이다. 크레아티닌(Cr)과 인산(P)은 전체변화량만이 

반응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전체변화량만이 반응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소래 외(2002)에서는 기저치에 비하여 기저치 이후에 측정된 관측치와의 차이를 

paired t-test로 검정하여 각 지표들의 변화에 대하여 단변량적으로 분석하 다.

3.4 혼합모형 분석결과

 단변량분석에서는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두 시점의 값의 차이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환자들 내에서 관측될 수 있는 변동을 랜덤효과로 가정하고 반

복측정자료 간에 존재하는 상관성을 모형에서 고려하여 두 그룹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다변량 

분석법을 적용하 다.  2장에서 소개한 여러 모형을 단계적으로 적합시켜 우도비 적합검정통계

량(Likelihood Ratio Goodness-of-Fit test)을 사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지표들의 값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지 혹은 이차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각 지표들에 대한 모형의 적합과정과 최적모형의 모수추정량에 관한 결과에 표는 

정리하 으나 지면이 제한적이므로 여기에 보여주지는 못했다.

 반응군과 비반응군간의 변화율의 선형효과가 서로 유의하게 다른 지표들은 크레아티닌(Cr), 제

지방무게(LBMCr)와 제지방무게의 비율(％LBMCr)이다. 반응군에서는 크레아티닌의 변화율이 

0.126이지만 비반응군에서는 0.057로 반응군에서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제지방무게와 제지방무게의 비율도 반응군에서는 각각 0.371(p<0.001)과 0.615(p<0.0001)로 

증가하나 비반응군에서는 각각 -0.038(p=0.3152)과 0.054(p=0.4603)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군과 비반응군 사이의 변화율은 유의하게 차이가 없으나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선형적인 효과가 있는 지표들은 칼륨(Potassium), 인슐린양 성장인자(IGF-1), 단백질

(Protein), 알부민(Albumin), 표준화 크레아티닌 제거율(SCCr), 주관적인 양상태에 의한 점수

평가(SGA)인데 이 중 IGF-1 과 SGA는 증가하고, Potassium, Protein, Albumin, SCCr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혈청 요소질소(BUN), 표준화 단백질소 발현율(nPNA)과 배근력(BL)

은 이차적인 곡선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 0월간의 차이

(전체변화량)

1(3)월12월간의 평균 - 0월간의 차이

(평균변화량)

변수 t값 자유도 p-값 t-값 자유도 p-값

BUN 2.18 41 0.0349 2.41 41 0.0205

Cr 3.52 41 0.0011 1.93 41 0.0611

Phosphorus 2.03 41 0.0488 1.73 35 0.0916

Total CO2 -2.08 41 0.0440 -1.94 41 0.0589

LBMCr 8.33 35.5 <.0001 4.18 41 0.0002

%LBMCr 3.08 23.1 0.0052 3.84 41 0.0004

nPNA 2.59 41 0.0134 2.62 41 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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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변량 분석결과와 다변량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크레아티닌(Cr), 제

지방무게(LBMCr)와 제지방무게의 비율(％LBMCr)의 변화율이 반응군과 비반응군에서의 유의

한 차이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변량 분석에서 혈청 요소질소(BUN), 표준화 단백질

소 발현율(nPNA)이 추가적으로 전체변화량과 평균변화량에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인산(P)과 이산화탄소의 농도(CO2)는 전체변화량에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반면에 다변량 분석에서는 칼륨(Potassium), 인슐린양 성장인자(IGF-1), 단백질(Protein), 알부

민(Albumin), 표준화 크레아티닌 제거율(SCCr), 주관적인 양상태에 의한 점수평가(SGA)의 

선형효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추정되고 혈청 요소질소(BUN), 표준화 단백질소 발현율(nPNA)과 

배근력(BL)의 변화율이 이차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혼합모형을 통하여 추정되었다.  단

변량 분석에서는 개체 내의 반복측정자료의 상관성을 일반적으로 고려하기가 어렵고 선형적인 

효과보다 고차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다변량 

분석방법이 변수들간의 공분산성을 고려하면서 모수를 추정하는 모형을 제안하는 측면에서 단

변량 분석결과보다 종합적인 결과를 산출한다고 하겠다. 이 자료의 분석결과로부터 1일 1회 1.

1％ 아미노산 투석액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양실조 상태의 복막투석 환자에게 혈중 크레

아티닌, IGF-1, 제지방무게와 표준화 단백질소 발현율, 주관적 양상태 및 배근력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며, 반면에 혈청 단백질과 알부민,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칼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

다고 결론 지울 수 있겠다.

4. 토의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아미노산 복막투석액(IPAA)의 사용으로 인하여 양실조 상태에 있

는 지속성 복막투석 환자들의 양지표들이 호전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새로운 처리방법에 

대한 순수한 효과를 알아보자고 한다면 앞서 언급한 듯이 연구 대상이 되는 개체를  처리군과 

대조군으로 랜덤하게 배정하여 관측하는 비교실험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모든 환자들이 처리군이 되어 IPAA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준변수를 정의하여 반응군과 비반응

군으로 분류하 기 때문에 IPAA의 사용으로 인한 순수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관측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 이러한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처리군과 대조군을 랜덤하게 배

정하는 실험계획법을 시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관측한 지표들은 임상학적으로 혈청 및 생화학적 요소지표, 요소동력학 모형의 

지표, 양학적 지표, 주관적 양상태 평가, 운동능력 평가, 인체계측학적 지표, 식이섭취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류되어 있다. 각 분류군에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환자들이 처음 치료를 받

는 시점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관측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지표들을 각 분류군마다 대표하는 

값으로 요약하고 대표하는 값이 IPAA의 효과에 어떻게 향을 받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분류군을 대표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기저치(0월)에서 관측된 여러 지표들에 대하여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을 하여 

공통인자를 도출하고 이 변수가 반응군과 비반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할 수 있

다. 이러한 분석은 추후에 계속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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