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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 가득한 5월 되시기를 바랍니
다. 저희 BCU가 연구부를 떠나 새로운 기초학 교실(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에 보금자리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새
로운 교실에서 임상연구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BCU 구성원,
이용 절차 그리고 2018년도 교육 일정을 소개합니다. 또한 Scandinavian Journal of Trauma, Resuscitation and
Emergency Medicine에 게재된 공동 연구 사례를 실었고, basic biostatistics note에서는 nonparametric analysis
그리고 special biostatistics note에서는 performance measures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BCU 연구원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리스트와 설문지 이벤트 당첨자를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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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 구성원

 강남 구성원

의생명시스템정보학 주임교수 : 정재호, 실장: 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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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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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2019-5404 (구내 : 6-5404)

BCU 이용 절차
의학통계지원 (신촌, 강남)
① http://mrss.yonsei.ac.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로그인 필요 없음)
② 상담신청서 제출(신촌 또는 강남 대표메일로)
③ 상담일정 조정 ④ 통계분석 진행 ⑤ 결과발송

무료 Q&A desk (신촌)
① 일정 확인

QR코드

② 전화 예약(☎82584)
③ 상담

BCU 교육일정
2018년도 BCU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촌 교육일정>
- 장소 : 의과대학 본관 2층 E-learning center
- 시간 : 18:00 ~ 20:00

일자
2018-03-14(수)
2018-04-05(목)
2018-04-25(수)
2018-05-17(목)
2018-06-07(목)
2018-09-05(수)
2018-10-04(목)
2018-10-23(화)
2018-11-15(목)

강의내용
Excel을 이용한 데이터 핸들링
: 데이터 정리(coding book만들기)부터 통계분석, 그래프 그리기
R 소개 및 설치, 기술통계(demographic/regression)
: Chi-square, t-test, ANOVA, trend test, linear, logistic, Cox PH regression 등등
R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 Histogram, bar, scatter, jitter plot, ROC curve, Kaplan-Meier plot
게재된 논문 무작정 따라 하기 using R (1)
: 논문 분석 사례 중 table, plot에 활용된 통계기법 설명 및 R로 구현
R을 이용한 메타분석
: 메타분석 이론, 데이터 추출, 고정/랜덤효과모형, bias 체크, 하위그룹 분석
Excel을 이용한 데이터 핸들링
: 데이터 정리(coding book만들기)부터 통계분석, 그래프 그리기
R 소개 및 설치, 기술통계(demographic/regression)
: Chi-square, t-test, ANOVA, trend test 등등
R을 이용한 모형의 예측능력 평가
: Modeling, nomogram, sensitivity, specificity, PPV, NPV, AUC, NRI, IDI
게재된 논문 무작정 따라 하기 using R (2)
: 논문 분석 사례 중 table, plot에 활용된 통계기법 설명 및 R로 구현
R을 이용한 matching

2018-12-05(수)

: Propensity score matching,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exact matching

<강남 교육일정>
-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미래의학연구센터 1층 107호, 108호
- 시간 : 18:00 ~ 20:00

일자
2018-03-20(화)
2018-05-10(목)
2018-06-19(화)
2018-09-11(화)
2018-10-16(화)
2018-11-20(화)

강의내용
Excel을 이용한 자료 다루기
: 데이터 정리(coding book만들기), 그래프 그리기
SPSS을 이용한 자료 다루기
: 데이터 다루기, 그래프 그리기
R을 이용한 연속형 자료분석
: T-test, ANOVA, Mann-Whitney U test, K-W test, linear regression
Excel을 이용한 자료 다루기
: 데이터 정리(coding book만들기), 그래프 그리기
SPSS을 이용한 자료 다루기
: 데이터 다루기, 그래프 그리기
R을 이용한 범주형 자료분석
: Chi-square test, McNemar’s test, Kappa, logistic regression

BCU 공동 연구 사례
Ji Hoon Kim, Yun Ho Roh, Yoo Seok Park, Joon Min Park, Bo Young Joung, In Cheol Park, Sung
Phil Chung and Min Joung Kim . Risk score to predict false-positive 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 retrospective analysis. Scand J Trauma

Resusc Emerg Med, 2017 Jun 30;25(1):61.
ST분절 상승 심근 경색증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TEMI)에 대한 조기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치료는 전 세계적으
로 표준화된 치료이며 American Heart Association (ASA) 가이드라인에서도 90분 이내의
조기 심혈관 중재술을 권고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관찰
되지만 STEMI는 아닌 위양성 STEMI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위양성 STEMI의 예측을 위한
응급의학과
김지훈

모델링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PCI를 한 환자군을 대상만으
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산출된 모델을 이용하여 external validation까지 진행한 연구는 드

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TEMI가 의심되는 경우 활성화되는 세브란스 병원의 표준 진료 지침 환자 코호
트를 이용하여 위양성 STEMI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8:2 random sampling을 통해
derivation cohort와 internal validation cohort로 나누었고, 동일한 표준 진료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환자군을 이용하여 external validation을 진행하였다. 예측 모델링을 위해서 위양성 STEMI
와 연관된 인자들을 조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고, 각 인자들의 회귀 계수를 이용하여 임상에
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score로 변환하였다. 그 결과 환자의 나이, 가슴 통증의 양상, 심전도상에서 발견되
는 reciprocal change 유무, 그리고 ST 분절 상승의 모양 양상이 위양성 STEMI 예측 모델링을 위한 인자로
확인되었으며, external validation을 통해서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응급의학 영역에서는 예측 모델링 관
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임상적 의미에 맞는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 지면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연구의 고비마다 아낌 없는 도움을 주신 노윤호 선생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린다.

위양성 STEMI를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른 validation과 calibration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수한 예측력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external validation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simplified risk score로 변환한 모형도 함
BCU
노윤호

께 제시하였다. Simplified 모형의 예측력이 높지 않다면 risk score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 logistic regression 모형의 예측력과 견주어 충분히 좋은 예측력

을 보여 논문에 제시할 수 있었다. 김지훈 선생님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연구했던 논문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임상연구자들이 BCU와 함께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한다.

Basic Biostatistics Note
비모수적 분석방법(Nonparametric analysis)
연속형 자료에서 그룹 간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모수적(parametric)과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
법이 있다. 모수적 방법은 모집단이 정규분포(bell shape)를 따를 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연
구 자료에서는 표본 수가 작아서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모집단의 분포가 아래 그림처럼 한쪽으
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normality test)는 BCU 소식지 19호에서 확인 가능

비모수적 분석방법은
•

자료는 연속형이어야 하며, 그 분포에 대한 가정은 필요 없다.

•

실제 관찰값 보다는 그들의 순위(rank)에 기반한다.

•

변이(variation) 정도는 표준편차(sd)가 아닌 사분위수 범위(Q3-Q1)로
표기한다.

•

이상치(outlier)에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다(robustness).

자료 성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
•

독립적인 그룹 간 비교(comparisons between independent groups)
- 독립적이란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다른 두 집단을 말한다.

•

그룹 개수

모수적 방법

비모수적 방법

2개

Independent t-test

Wilcoxon rank sum test
Mann-Whitney U test

3개 이상

One-way ANOVA

Kruskal-Wallis test

짝을 이룬 그룹 간 비교(comparisons between paired or correlated groups)
- 짝을 이뤘다는 것은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대상에게 관찰값을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측정 횟수

모수적 방법

비모수적 방법

2회

Paired t-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3회 이상

Mixed model

Friedman test

Special Biostatistics Note

이혜선 (BCU)

Performance Measures (dichotomous outcomes)
배경 | 우리는 통상 질병 예측을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nomogram을 통
해 시각적으로 보여주곤 한다. 이 때 구축한 모형의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 평가를 하여, 예측 모형의 유용
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임상에서 ROC curve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 다양한 평가 척도들을
적용해 볼 수 있어 이 방법들을 소개하고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활용 | 모형 성능 평가 척도들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모형과 새로 만든 모형의 성능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중요한 biomarker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포함된 경우의 모형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모형과 고식적인 방법으로 만든 모형
을 비교하는 데에도 이런 척도들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척도 | Ewout W. Steyerberg et al.(2010)에 의하면 5가지 측면으로 평가척도들을 구분하고 있다.
1) Overall performance: 예측된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거리(차이)를 비교하여 전반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 Nagelkerke’s 𝐑𝟐 : 선형 회귀분석에서 전체 변동 중 모형이 차지하는 변동량을 나타내는 R2 과 유사하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log likelihood 개념을 이용하여 변형한 것으로, 수식은 아래와 같
고, 0~1로 얻어지는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성능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𝑅2 (Nagelkerke) =
𝐿𝐿0 =
𝐿𝐿1 =

𝑦 × log mean 𝑦/𝑛

1 − exp − −2 𝐿𝐿0 − 𝐿𝐿1 /𝑛
1 − exp − −2 𝐿𝐿0 /𝑛
: null model (실제 평균을 이용)

+ (1 − 𝑦) × log 1 − mean 𝑦/𝑛

𝑦 × log 𝑝 + (1 − 𝑦) × log 1 − 𝑝 : 관심인자가 들어간 model (모형식의 예측확률 이용)
𝑦: 실제 결과값(0 또는 1), 𝑝: 모형식의 예측확률(0~1사이 값), 𝑛: 전체 자료의 개수

- Brier score: 선형 회귀분석에서 실제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을 내는 mean square error (잔
차 평균)의 개념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변형한 것으로, 수식은 아래와 같다.
0~0.25까지 얻어지는 척도로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성능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Brier = mean 𝑦 − 𝑝

2

= mean 𝑦 × 1 − 𝑝

2

+ 1 − 𝑦 × 𝑝2

- Brier score (scaled): Brier score가 0~0.25로 얻어지는 것을 0~1로 얻어지도록 변형한 척도로 1에 가까
울수록 모형의 성능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Brierscaled = 1 −
Briermax = mean 𝑝 × 1 − mean 𝑝

Brier
Briermax

2

+ (1 − mean 𝑝 ) × mean(𝑝)2

2) Discrimination: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을 잘 구분하는지 판별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 Concordance index (C index):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짝지어, 질병이 없는 사람에 비
해 질병이 있는 사람의 예측확률이 높으면 1점, 질병이 있는 사람의 예측확률과 질병이 없는 사람의 예측
확률이 같으면 0.5점, 그 외의 경우 0점을 부여하여, 가능한 조합 전체의 평균을 낸 것으로, 0~1사이까지
얻어지는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판별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값은 ROC curve의 면적인 AUC와
도 같다.

1, 𝑖𝑓 𝑝1i > 𝑝0𝑗
1
I 𝑝1i , 𝑝0𝑗 , I =
, 𝑖𝑓𝑝1i = 𝑝0𝑗
2
i=1 j=1
0, otherwise
𝑝1i : 질병이 있는 집단에 속한 i번째 사람의 예측확률(i = 1, ⋯ , m)
1
Concordance Index =
𝑚𝑛

𝑚

𝑛

𝑝0j : 질병이 없는 집단에 속한 j번째 사람의 예측확률(j = 1, ⋯ , n)
I: 조건에 따라 점수 부여
- Discrimination slope: 질병이 있는 집단의 예측확률의 평균과, 질병이 없는 집단의 예측확률의 평균 차
이를 나타낸 것으로 0~1사이까지 얻어지는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판별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Discimination slope = mean 𝑝1 − mean 𝑝0
𝑝1 : 질병이 있는 집단에 속한 사람의 예측확률
𝑝0 : 질병이 없는 집단에 속한 사람의 예측확률

3) Calibration: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 Calibration in the large: 선형 회귀분석에서 관측값의 평균과 예측값의 평균 차이를 구한 것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logit 함수를 이용하여 변형한 것으로 실제 관측된 값과 예측된 값의 log
odds의 차이를 구한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판단할 수 있고, 0보다 크거나 작으면 과대추정이나 과
소추정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Calibration in the large 𝑎 = logit 𝑦 = 1 − logit 𝑝
= ln(odds mean y

− ln(odds(mean 𝑝 ) = ln(

mean y
mean 𝑝
) − ln (
)
1 − mean y
1 − mean 𝑝

위 식은 logit 𝑦 = 1 = 𝑎 + logit 𝑝 로 식을 변형할 수도 있어서, 절편(intercept)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 Calibration slope: 위의 식에서 절편뿐만 아니라 기울기(slope)가 있는 모형 (logit 𝑦 = 1 = 𝑎 + 𝑏 ×
logit 𝑝 )으로 확장한 것으로, 기울기가 1이 될수록 예측값과 관측값이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Calibration slope 𝑏 = (logit 𝑦 = 1 − 𝑎)/logit(𝑝)
= (ln(odds mean y

− 𝑎)/ln(odds(mean 𝑝 ) = ln(

mean y
mean 𝑝
) − 𝑎 / ln(
)
1 − mean y
1 − mean 𝑝

* 절편과 기울기는 Wald test나 likelihood ratio (LR) test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Hosmer-Lemeshow’s goodness of fit test: 예측확률을 10분위수로 나누어 각 구간의 예측 합을 구하면
각 구간의 기대되는 event 수가 되어 각 구간의 관측된 실제 event 수와의 비교를 위해 자유도가 8인 chisquare test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p-value≥0.05면 관측값과 실제값이 유사하여 모형적합이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p-value<0.05면 관측값과 실제값이 차이가 나서 모형적합이 잘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0

Hosmer −

Lemeshow ′ s

goodness of fit test =
𝑔=1

10

=
𝑔=1

𝑛1𝑔 − sum(𝑝1𝑔 )
sum(𝑝1𝑔 )

2

𝑂1𝑔 − 𝐸1𝑔
𝐸1𝑔

𝑛0𝑔 − sum(𝑝0𝑔 )
+
sum(𝑝0𝑔 )

2

𝑂0𝑔 − 𝐸0𝑔
+
𝐸0𝑔

2

2

~𝜒82

𝑛1𝑔 : 질병이 있는 집단의 g그룹에 속한 사람의 수, 𝑛0𝑔 : 질병이 없는 집단의 g그룹에 속한 사람의 수
𝑝1𝑔 : 질병이 있는 집단의 g그룹에 속한 사람의 예측확률(0~1 사이값)
𝑝0𝑔 : 질병이 없는 집단의 g그룹에 속한 사람의 예측확률(0~1 사이값)
4) Reclassification: 2가지 모형을 비교할 때, 기존 모형에 비해 새로운 모형이 민감도 측면과 특이도 측면
에 서 뛰 어 난 지 재 분 류 하 여 나 타 내 는 척 도 로 , reclassification table, NRI, IDI 로 제 시 할 수 있 다 .
Reclassification table에서는 질병이 있는 집단에서는 새로운 모형이 기존모형보다 더 높은 확률로 질병을
분류하기를 기대하고, 질병이 없는 집단에서는 새로운 모형이 기존모형보다 더 낮은 확률로 질병을 분류하
기를 기대한다. 이 때 NRI와 IDI가 0보다 클 경우 기존모형보다 새로운 모형이 질병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
단을 더 잘 분류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BCU letter 5호 참고)
5) Clinical usefulness: 치료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harm에 비해 benefit이 큰지를 나타내어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척도이다. TP는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치료한 것(benefit),
FP는 실제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간주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것(harm)이다. 각각의
예측 확률 구간에 대해 weight를 준 후 net benefit을 구하여 이 값이 모두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와 모두
치료를 했을 때의 benefit보다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 Benefit이 큰 구간 내에서 모형을 통해 얻은 예측확률
의 적정 cut-off point를 결정할 수 있고, 다른 모형과 비교 시 임상적인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다.

- Net benefit (NB):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예측한 확률을 기반으로 threshold (0~1사이 값)를 바꿔
가며 모든 확률 구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실제 질병 발생 여부를 잘 예측하는 지 2x2 table을 만들어 TP
와 FP를 구하여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weight로 고려하여 net
benefit을 구한다.
Event
Prediction model

Positive

Negative

Probability of tumor≥Treshold (Yes)

TP

FP

Probability of tumor<Treshold (No)

FN

TN

NB =

TP−wFP
,
𝑛

w= 𝑝𝑡 / 1 − 𝑝𝑡

𝑝𝑡 : 모형을 통해 얻은 예측 확률, 𝑛: 전체 자료의 개수
Threshold: 절단점(0~1사이의 확률 구간값을 변경하면서 결정함)
- Decision curve: Threshold별로 얻은 NB를 도식화 시킨 것으로, 검정색과 회색은 다 질병이 없다고 판
단하여 치료를 하지 않거나, 다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치료를 한 것이다. 점선이 이 두 곡선에서 많이 떨
어져 있을수록 net benefit이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5%에서 35% 구간

10%에서 40% 구간에서

에서 optimal cut-off

Model1에 비해 Model2

point를 결정한다면

의 net benefit이 더 크

모두 치료를 하거나,

므 로 , Model2 에 의 해

하지 않았을 때에 비

outcome을 예측하고 의

해 benefit이 존재한

사 결정하는 것이 더 좋

다.

다고 할 수 있다.

Example | Testicular cancer 예측을 위해 기존의 모형과 LDH가 추가된 모형을 비교한 자료이다. 5가지
방법으로 LDH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 비해 LDH가 포함되었을 때 모형의 성능이 좋아지는지 확인한 결
과 calibration 측 면 에 서 는 두 모 형 모 두 유 용 성 이 있 었 고 , overall performance, discrimination,
reclassification, clinical usefulness 측면에서는 LDH를 추가한 모형이 더 유용성이 있었다.

Reference | 도서와 책의 참고 site를 보면 위의 example data와 R code를 다운 받을 수 있다.
Steyerberg, E. W. (2008). Clinical prediction models: a practical approach to development, validation,
and updating.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www.clinicalpredictionmodels.org)
Steyerberg, E. W., Vickers, A. J., Cook, N. R., Gerds, T., Gonen, M., Obuchowski, N., ... & Kattan, M. W.
(2010).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prediction models: a framework for some traditional and novel
measures. Epidemiology (Cambridge, Mass.), 21(1), 128. (http://links.lww.com/EDE/A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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