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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길었던 장마와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로 지쳐있던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머물러
있는 여름의 끝자락을 잘 마무리하시고 풍요로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BCU 구성원과
2017년도 하반기 교육 일정을 소개합니다. 또한 BCU와 공동 연구하여 2015년 Respirology에 게재된 논문의 BCU
공동 연구 사례를 실었고, basic biostatistics note에서는 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 그리고 special biostatistics
note에서는 Contal & O’quigley’s method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BCU 구성원 소개
소속

구성원

대표 메일, 위치 및 내선번호

연구부학장 : 정재호

신촌

임상연구지원부장 : 김창오

•

BCU@yuhs.ac

연구정책개발부장 : 정호성

•

의과대학 본관 104호, 105호

기초연구조교수 : 이진애

•

구내 : 82045, 82048

•

STAT@yuhs.ac

•

미래의학연구센터 지하 1층

강사 : 문지은
통계 연구원 : 김하얀, 노윤호, 신혜정, 이은주, 김은화, 민인경
연세의생명연구원 강남부원장 : 정석훈
강남

박사후과정 : 이혜선
통계 연구원 : 김시내

통계지원실
•

02) 2019-5403 (구내 : 6-5403)

BCU 이용 절차 안내
의학통계지원 (신촌, 강남)

무료 Q&A desk (신촌)

1. 상담신청

1. 일정 확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http://mrss.yonsei.ac.kr/),
작성 후 대표 메일주소로 전송

http://mrss.yonsei.ac.kr/ 공지사항 참조
공지 내 URL에서 예약 가능한 일시 확인 가능

2. 접수확인 및 스케줄 확정

2. 전화 예약

접수 후 1일 이내 담당자 배정되어 상담일자 조정

02) 2228-2048 (☎82048)

3. 상담 및 통계분석

3. 상담 진행

통계상담 진행

(의대 교원 혜택 : 1차 상담 무료, 의과대 반액 지원)

4. 결과발송
상담에서 논의된 예정일 안에
분석 결과 및 청구서 발송

대상: 의과대학 교원
내용: 20분 내 질의 응답 가능한 통계내용
※표본 수 산출 제외
※주 1회, 월 2회 이용 가능

BCU 교육일정
2017년도 하반기 BCU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교육일정>
- 장소 : 의과대학 본관 2층 E-learning center
- 시간 : 18:00 ~ 20:00

일자

강의내용

2017-09-06(수)

Excel을 이용한 임상연구자료 다루기

2017-09-26(화)

SPSS를 이용한 임상연구자료 통계분석I

2017-10-19(목)

SPSS를 이용한 임상연구자료 통계분석II

2017-11-09(목)

R을 이용한 임상연구자료 통계분석

2017-11-29(수)

R을 이용한 임상연구자료 그래프 그리기

<강남 교육일정>
-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미래의학연구센터 1층 107호
- 시간: 18:00 ~ 20:00

일자

강의내용

2017-09-21(목)

Excel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2017-10-26(목)

SPSS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2017-11-16(목)

R을 이용한 meta analysis

BCU 공동 연구 사례
Jung JY, Kim YS, Kim SK, Kim HY, Oh YM, Lee SM, Seo JB, Lee SD; KOLD Study (2015). Relationship of
vitamin D status with lung function and exercise capacity in COPD. Respirology, 20(5):782-9.
비타민 D는 여러 만성 질환들과의 연관성이 논의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도 주요 관심 대
상이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은 비타민 D 결핍의 빈도가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연구들은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다양한 임상 요소들과의 관련
성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갖는 제한점은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연구 초
호흡기내과

기에 한 번만 측정하여, 이후 환자들의 혈중 농도가 변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배제되었습니다.

정지예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다기관에서 진행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코호트를 통해 매년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과 임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환자의 여러 임상
주요 요소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에 포함된 다양한 임상적 요소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매
년 정기적으로 반복측정되어, 이러한 반복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부에 자문하였습니다. 급성악
화 발생 여부와 같은 이색 (dichromatic) 변수는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방법을 통해서, 폐기능, 6분 보행
거리, 호흡곤란 정도, 삶의 질, 그리고 폐기종 지수와 같은 연속형 변수는 linear mixe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 결핍 상태는 기류 제한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고, 운동 능력도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좋은 임상 데이터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연구 가설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의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는 지가 연구의 질적 향상과 임상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얻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면
을 통해서 첫 통계 자문 때부터 publication 되기 까지 도움을 주셨던 김하얀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타민 D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은 비타민 D의
초기값만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계절에 따른 변동이 크고 같은 사람안에서도 평
균적인 값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값만 사용하는 것은 비타민 D의 많은 정보를 잃어버
리는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6년 간 반복측정된 비타민 D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연구부 BCU
김하얀

을지가 중요한 통계적 이슈였습니다. 일반적인 반복측정 자료와 다르게 outcome (예. 폐기능)만
반복측정된 것이 아니라 독립변수(비타민 D)도 반복측정 되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분석방법

을 찾아보게 되었고, modeling correlated outcomes with time-dependent covariates을 적용 시킬 수 있었습니
다. 두 가지 접근법 - clustered regression을 이용한 방법, 또는 반복측정된 환자 내 효과(within effect)와 환자간
효과(between effect)로 decomposition 하여 고려해주는 방법 – 이 가능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clustered
regression을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반복측정된 비타민 D의 variation을 고려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통계 방법을 문의하셨을 때에는 새로운 문제사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있
었는데 정지예 선생님께서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방
법을 배울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Basic biostatistics note
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
주어진 자료가 정규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random sampling)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정규 모집
단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모수적 검정(independent t-test 등)을 하고, 아니면 비모수적 검정(Mann-Whitney U test
등)을 수행한다. 히스토그램(histogram)을 통해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와 유사한지 확인해 볼 수 있고, 통계적 검
정방법으로는 콜로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과 샤피로-윌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주로 사용한다.
•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 : 자료의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의 누적상
대빈도가 이론적 정규분포에서의 누적상대빈도와 얼마나 다른가를 측정하여 검정하는 방법이다.

•

샤피로-윌크 검정(Shapiro-Wilk test) : 자료 값들과 표준정규점수와의 선형상관관계를 측정하여 검정하는 방
법이다.

•

두 검정법의 귀무가설은 “주어진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이므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클 때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본크기(sample size)가 충분히 클 때,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법을 사용하고 작
을 때에는 샤피로-윌크 검정법을 사용한다.

•

이 외에 크래머-본 미제스(Cramér–von Mises), 앤더스-달링(Anderson-Darling)검정 등이 있다.

SPSS 결과 및 table 작성 예시
SPSS에서 “분석 – 기술통계량 – 데이터탐색 – 도표 - 검정과 함께 정규성도표” 를 선택해서 통계량을 이용한
정규성 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
Figure. 히스토그램의 예

SPSS 결과를 보면 자료 크기가 75로 충분히 크지 않아 Shapiro-Wilk test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Age_KT는 정규성을 만족하고(p-value=0.627), SCr0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p-value=<0.001) 해석
할 수 있다.

Special biostatistics note

이진애 (연구부 BCU)

Contal & O’quigley’s method:
determining a cutoff value of continuous variable in survival data
소개 | 임상에서 얻어진 자료는 연속형과 범주형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 있는 사건(사망, 재발 등)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 하는 것은 임상연구에 있어서 흔한 연구 방법이다. 이는 환자와의
의사소통 면에서 뿐만 아니라, 치료방법의 결정(decision making)과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이, 콜레스테롤, 혈압 등과 같은 바이오마커(biomarker)를 범주화 할 수 있고, 범주로 재정의 된 변수
는 로 지 스 틱 회 귀 모 형 (logistic regression model) 이 나 콕 스 비 례 위 험 회 귀 모 형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Cox PH model)에서 오즈비(odds ratio, OR)나 위험비(hazard ratio, HR)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원래의 연속형 형태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해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하는 것을 cutpoint value(또는 cut-off value)를 찾는다고 표현한다. Cutpoint를 찾는 방법
은 문헌의 참고치 또는 임상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새로이 발견된 risk factor의 경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는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cutpoint를 결정할 수 있다.
Cutpoint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위수(median), 삼분위수(tertiles)를 이용하는 것
과 같이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data-oriented method)과 score test, Wald and likelihood ratio test를 이용
하는 것과 같이 결과변수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outcome-oriented method)이 있다. Youden index J (사건 발생여
부와 관련하여 sensitivity와 specificity의 합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채택하는 방법)는 이전 BCU 소식지 17호에서 소
개된 바 있다. 하지만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잠재적 예후 인자(prognostic factors)가 사건(failure, death,
relapse 등)의 발생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초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overall survival, OS, 또는
disease free survival, DFS)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log-rank test를 바탕으로 한 Contal &
O’quigley 방법을 이용하여 이분형(binary type)으로 나누는 것을 소개한다.

정의 | 범주화하고 싶은 risk factor를 R,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T라고 하자. 연속형 변수 R이 가
지는 고유한(distinct) 값의 개수가 k일 때 이들의 집합을 C라고 하자. 데이터는 cutpoint보다 작거나 같은 쪽과
cutpoint보다 큰 쪽으로 나눌 수 있다. 즉, cutpoint 값을 μ라고 하면, 데이터는 ‘≤ μ 인 쪽’과 ‘> μ 쪽’으로 나뉜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T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𝑡

< 𝑡(2) < 𝑡(3) < ⋯ < 𝑡(𝑘)

1

여기서 목표는 관심 있는 사건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risk factor R을 어떤 μ값으로 나누면 그때의 두 그룹간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즉, log rank test 통계량을 최대화시키는 μ값을 찾는 것이다. Log-rank test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들을 정의하자.
•

𝑑𝑖 = the number of events at time 𝑡

•

𝑟𝑖 = the number of subjects at risk prior to time 𝑡

•

𝑑𝑖+ = the number of events at time 𝑡

•

𝑟𝑖+ = the number of subjects at risk just prior to t

이때 log rank test 통계량은 𝑆𝑘 𝑡 =

𝑘
𝑖=1

𝑖

𝑖

𝑖

in group R > C

𝑑𝑖+ − 𝑑𝑖

𝑟𝑖+
𝑟𝑖

i

in the group R > C

로 나타내지고, optimal cutpoint 값 𝐶𝑘 는 𝑆𝑘 𝑡

를 최대

로 만드는 값이 된다. 즉, 𝐶𝑘 는 cutpoint값에 의해 나눠진 두 그룹에 속하는 환자들간의 차이를 극대화 시키는 값
이다. 이렇게 얻어진 cutpoint값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Contal and O’quigley는 다음의 검정통계량(test
statistic)을 제안하였다.
Test statistic = Q =

여기서 𝑠 2 =

1
𝑘−1

𝑘
𝑗=1

𝑎𝑗2

1

𝑚𝑎𝑥 𝑆𝑘 𝑡
𝑠 𝑘−1
이고, 𝑎𝑗 는 𝑗번째 사건과 관련된 점수(score)로 1-

1
𝑗
𝑖=1 𝑘−𝑖+1

로 주어진다.

예제 1 | 데이터 (R package “KMsurv”에서 발췌) bmt는 bone marrow transplant 환자 137명에 대해 총 22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전체 환자 137명 중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환자 38명 만을 가지고,
DFS (disease free survival)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형 변수 age를 범주화 해보자. R package “survMisc” 안
에는 survival analysis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함수 “cutp”는 Contal &
O’quigley 방법으로 cutpoint를 찾아준다. R 프로그램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에 유념하자.
Table 1. Data coding
Variables
group
t2
d2
z1

Details
Disease group 1=ALL, 2=AML low risk, 3=AML H=high risk
Disease free survival time (time to relapse, death or end of study)
Relapse indicator 1=relapsed, 0=disease free
Patient age in years

Table 2. R code
options(repos=structure(c(CRAN="http://healthstat.snu.ac.kr/CRAN/"))) #①
rm(list=ls())
#② remove all variables from work space
install.packages("survMisc")
#③ install package “survMisc”
library(survMisc)
#④ load package “survMisc”
library(KMsurv)
#⑤ load package “KMsurv”
data("bmt", package="KMsurv")
#⑥ load data bmt from “KMsurv”
b1 <- bmt[bmt$group==1, ]
#⑦ extract subjects from bmt
dim(b1);names(b1); summary(b1$z1);
#⑧ check out data b1
c1 <- coxph(Surv(t2, d2) ~ z1, data=b1)
#⑨ perform Cox PH model and call it c1
c1 <- cutp(c1)$z1
#⑩ calculate cutpoint value regarding to z1
data.table::setorder(c1, "z1")
#⑪ sort the result by using variable z1
c1[]
#⑫ print the sorted result

① 새로운 package를 설치할 때 mirror를 미리 설정해두면 편리하다.
② 이전에 저장된 변수나 데이터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work space를 다 지운다.
③ “survMisc” 패키지를 설치한다. 이전에 설치한 적이 있다면 단계 ③은 생략해도 좋다.
④ 설치된 “survMisc” 패키지를 로딩한다.
⑤ 사용할 데이터가 패키지 “KMsurv” 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 오기 위해 “KMsurv”를 로딩한다.
⑥ “KMsurv” 안에 있는 데이터 bmt를 work space로 불러온다.
⑦ bmt에서 group 변수가 1로 coding 된 환자들만 추려서 b1으로 저장한다.
⑧ 데이터 b1을 확인해보고, z1의 성질을 summary 함수를 통해 살펴본다.
⑨ 데이터 b1에서 사건 d2(=relapse)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t2에 대해 age(=z1)을 covariate한 Cox PH
modeling 결과를 c1에 저장한다. “c1”을 출력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1. R output of Cox PH model (코드 ⑨의 결과)

변수 age(=z1)의 hazard ratio값은 1.09 이고, 유의
확률은 0.028임

⑩ 데이터 b1에서 사건 d2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t2에 영향을 미치는 risk factor age(z1)에 대해 cutpoint를
계산한다.
⑪ 계산된 결과를 보기 쉽게 age(=z1)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⑫ 정렬된 결과를 출력시킨다. 이때 R output은 다음과 같다.
Figure 2. R output of cutpoint values obtained by using the function “cutp” (코드 ⑫의 결과)

변수 age(=z1)이 27일 때 Q통계량=1.587로
최 댓 값 을 가 지 므 로 , 변 수 age 의 optimal
cutpoint는 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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