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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내리쬐는 햇살의 따스함과 살랑살랑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아직 머물러
있는 여름의 끝자락을 잘 마무리하시고 풍요로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교육 일정을 소개합니다. 또한 2018년 JACC에 게재 예정인 BCU 공동 연구 사례를 실었고, basic biostatistics note
에서는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 비교 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 special biostatistics note에서는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IPTW)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BCU 프로그램 소개
통계컨설팅| 의과대학 교원들이 수행하는 임상연구의 계획과 분석과정에서의 의학통계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과 연구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통계컨설팅체계를 구축하고자 2016년 3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1차 상담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계획
• 표본 수 산출
• 통계분석 자문
• 자료관리 자문

• Normality test
• T-test, ANOVA
• Mann-Whiney U test
• Kruskal-Wallis test
• Chi-square test

•
•
•
•
•
•

Linear/Logistic regression
Diagnostic performance
Matching
Linear Mixed Model
Survival analysis
Meta analysis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표본 수 산출 근거
• 통계분석 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분석기법 기술

• 국민건강영양조사

• 표, 그래프 작성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분석| 의과학연구처에서 보유하고 있던 심평원 데이터 서버 접속 계정이 BCU로
이관 중입니다. 앞으로는 BCU에서 심평원 데이터 분석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평원
데이터 분석을 BCU에 의뢰 시 기존에는 심평원 데이터 서버 접속 비용과 더불어 BCU 프로젝트 비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BCU 분석 프로젝트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email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Q&A desk| 간단한 질의 응답이 가능한 Q & A desk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임상연구 수행에 있어

일시

강의 내용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연구자 개개

61차: 9/5(수) 18:00-20:00

Excel을 이용한 데이터 핸들링

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62차: 10/4(목) 18:00-20:00

R 기본 사용법 및 기초통계분석

의학통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고급심

63차: 10/23(화) 18:00-20:00

R을 이용한 모형의 예측능력 평가

화과정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64차: 11/15(목) 18:00-20:00

R을 이용한 matching

65차: 12/5(수) 18:00-20:00

게재된 논문 무작정 따라 하기 using R

의학통계분석기법에 대한 내용으로 통
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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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 bcu@yuhs.ac

무료 Q&A desk (신촌)
① 일정 확인 (QR코드 참고)
② 전화 예약(☎ 82045)
③ 상담

강남: stat@yuhs.ac

③ 상담일정 조정 ④ 통계분석 진행 ⑤ 결과발송

BCU 공동 연구 사례
Daehoon Kim, Pil-Sung Yang, Tae-Hoon Kim, Eunsun Jang, Hyejung Shin, Ha Yan Kim, Hee Tae Yu,
Jae-Sun Uhm, Jong-Youn Kim, Hui-Nam Pak, Moon-Hyoung Lee, Boyoung Joung, and Gregory Y.H.
Lip. Ideal Blood Pressure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J Am Coll Cardiol 2018;(예정)
2017 년 미 국 심 장 학 회 에 서 고 혈 압 진 단 기 준 을 기 존 의 140/90mmHg 에 서
130/80mmHg으로 강화한 새로운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국내외 학계에서
는 강화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으로 뇌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심방세동 환자의 반 이상에서는 고혈압
심장내과
김대훈

이 동반되는데 동반된 고혈압은 뇌경색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적절한 혈압
조절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혈압 관련 연구에서는 심방세동 자체가

연구 outcome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는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적절한 혈압 조절의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이 없던 심방세동 환자에서 측정된 혈압에 따른 outcome을 확인하여 기존의 기준 (140/90mmHg)
또는 새로운 제시된 기준 (130/80mmHg) 중에 적절한 고혈압 진단기준을 확인하고, 이미 고혈압 치료를
시작한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이상적인 혈압 조절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주된 통계 방법은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이었고 일반적인 time-fixed Cox model
이외에 환자들이 연구 enroll 후 수년 후에 다시 측정한 혈압 level, 변동이 발생한 고혈압 약제 투약 여부 등
시간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 변수를 보정하기 위해 time-varying Cox model 을 사용하였다.
초고에 대한 리뷰어의 지적 사항 중에서도 가장 해결이 어려웠던 것은 1) 혈압을 낮춤으로써 얻는 benefit
(심혈관질환 발생의 감소)과 risk (저혈압, 신기능 장애 등 부작용의 증가)를 비교한 benefit-to-risk ratio
model을 구축하라는 것과 2) competing risk analysis를 진행하라는 점이었다. 특히 benefit-to-risk
model의 구축은 질환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포아송 회귀 모델의 적용, NNT (number needed to treat)와
NNH (number needed to harm) 개념에 대한 이해, 서로 다른 그룹에서의 ratio를 비교하기 위한 bootstrap
사용이 필요한 상태였다. Competing risk analysis 역시 평소 익숙했던 Fine and Gray method를 이용한
hazard model 구축이 아닌 본 연구에서는 competing risk analysis with time-varying covariate을 요하는
상태였다.
이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BCU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통계학적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을 보내
주셔서 수월하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고비를 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신혜정,
김하얀 선생님께 이 지면을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몇 달 전 김대훈 선생님은 논문 revision 단계 중 통계적 도움이 필요하여 BCU에 의뢰
하셨다. 요청하셨던 분석은 크게 두 가지인데 benefit-to-harm ratio 분석과 생존분석
이었다. Benefit-to-harm ratio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부작용에 비해 얻
을 수 있는 benefit이 얼마나 더 큰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 다르게 표현하면 NNT
BCU
신혜정

(number needed to treat)와 NNH (number needed to harm)의 비로 표현될 수 있다.
NNT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기존 치료 방법에 비하여 얼마나 이득이

발생하는지, NNH는 얼마나 더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NNT와 NNH는 일종의 발
생률이고 이 연구에서는 각 정의에 따른 outcome들의 발생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포아송 회귀 분석으로
NNT와 NNH를 추정하였다. 그런 후에 bootstrapping 방법으로 리스크에 따른 그룹들의 benefit-to-harm
ratio을 비교하였다. 생존 분석의 경우 outcome이 non event, event of interest와 competing event 세 가지
로 정의가 되어 competing risk 모형을 고려해야 했으며 동시에 time varying covariates를 고려해야 했다.
이번 분석을 진행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기회를 주신 김대훈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

Basic Biostatistics Note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 비교 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 비교는 두 집단의 속성의 차이를 평균차이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결과값들이 연속형 이어야 하며 독립성과 정규성을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 두 집단이 동일한 분산을 가지는지에 따라 사용되는 통
계량이 달라지므로, 결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등분산 여
부를 검정하기 위한 통계 방법은 “Levene”의 방법으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는 모든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t-test 결과와 함께 출력된다. 검정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클 경우 등분산성을 만족한
다고 한다.
예제| A 약제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고혈압 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A 약제를 처방하고
나머지 한 집단에는 위약을 처방하였을 때, 두 집단의 수축기 혈압(SBP)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
다.
SPSS 결과 및 table 작성 예시| SPSS에서 “분석-평균비교-독립표본 T 검정”을 선택하여 검정을 실시한다.
아래 결과는 임의로 형성한 예제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분석결과는 아래의 table 형태로 정리
하여 나타낼 수 있다.

Variable

A 약제(N=75)

위약(N=61)

P-value

SBP(mean±sd)

125.79±2.11

136.37±1.83

<.0001

결과 해석|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확률 값이 0.306으로 0.05보다 크므로 윗줄의 “등분산을 가정
함”에 출력되어 있는 t-test의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그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1로 A약제를 복용한 고
혈압 환자들과 위약을 복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SBP)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약을 복용한 집단 보다 A약제를 복용한 집단의 평균 수축기 혈압(SBP)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Special Biostatistics Note

박민수 (BCU)

Propensity score를 활용한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IPTW)
배경|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와 같이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을 통해 선정할 수 있
다면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어한 후 군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관찰 연구
(observational study)처럼 무작위 배정을 적용할 수 없는 연구 설계에서는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있을 수 있으며 인과적 추론(causal inference)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변
량(covariate)의 특징들로 인해 군 간 비교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선택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혼란
변수(confounders)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론들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군 간 공변
량의 특징들을 유사하게 만들어 선택 편향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론 중 하나는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이다. 하지만 PSM을 사용함에 있어 최적의 짝짓기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많은
군에서 selection loss를 겪게 된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 중 하나인 IPTW에 대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
1) Propensity score:
- Propensity score (PS; Rosenbaum and Rubin, 1983)는 연구 대상자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처치(treatment) 군으로 포함될 확률 값을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추정하여 정의한다. [그림 1]과
같이 종속변수(Y)를 그룹 변수(Group; treatment=1 or control=0)로 독립변수(X)는 matching 하고
자 하는 공변량으로 정의한 후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얻어진 확률(= 𝑃(𝐺𝑟𝑜𝑢𝑝 = 1|𝑿 = 𝒙))
을 PS라 한다.

[그림 1]
2) PSM의 제한점:
- 추정된 PS를 처치군과 대조(control)군으로 구분한 후 군 간 대상자 비율(1:1,…,1:N) 및 matching 가
능 범위 등의 상세 기법들을 설정 후 각 군에서 유사한 대상자들이 선정되어 최종적인 matched
data를 추출하는 matching 기법을 PSM이라고 부른다.
- PSM은 [그림 2]처럼 그룹 간 공통 범위가 넓을수록 대상자 선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공통 범위가
서로 상이하다면 유사한 특징을 가진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보이며 다수의 자료 손실도 발생하는
문제를 가진다.

[그림 2]
3) IPTW:
-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은 인과적 추론 시 사용되는 marginal structural models (Robins,
1998)을 추정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으로 의학 자료에서는 군 간 비교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 PSM은 처치군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대조군을 matching 하여 짝지은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IPTW는 처치군과 대조군의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PS를 사용한다는 점은 PSM과 동일하나
처치군에는 1/PS를 대조군에는 1/(1-PS)로 PS 값을 변환하여 각 대상자에게 weight를 부여하는 방
식이다. [그림 2]와 같이 각 그룹에서의 density가 낮은 부분, 즉 처치군에서는 ‘0’에 가까운 대상자
들을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1’에 가까운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weight를 부여하여 그룹 간 분포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만든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자료 손실이 없고 짝짓기 때 필요한 다양한 결
정요인(caliper, matching algorithm, and distance measure)들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
닌다.

- 예를 들어 처치군에서 PS가 0.1인 대상자는 10이라는 weight를 받으며, 대조군에서 0.1인 대상자는
1.11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weight를 부여 받는다. 반대로 PS가 커질수록 처치군의 density가 커
지므로 상대적으로 대상자의 수가 적은 대조군에게 weight를 점차 증가시키게 된다 [그림 3].
- PS의 양극 값에서는 weight의 증감 폭이 급격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
trimming, 2) stabilized weight 등의 방법으로 보정하여 사용한다.

[그림 3]
4) Statistical analysis after IPTW:
- PS 추정 시 사용된 모형에 대한 평가 결과(C-index & Hosmer-Lemeshow test)도 확인해야 한다.
- PSM은 matched data를 사용하기에 더 이상 독립된 그룹 간 비교가 아닌 paired 혹은 repeated 자
료에 사용되는 통계적 분석 기법들을 활용해야만 한다.
- IPTW의 경우 모든 대상자에 weight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weight를 고려한 분석 기법들을 활용해
야만 한다.
- 검정(testing) 결과뿐 아니라 standardized difference 값을 산출하며, 그 값이 ±0.1 이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룹 간 유사하다고 결정 내릴 수 있다.
- 활용 가능한 R packages: {MatchIt}, {twang}, {survey}
활용| Weintraub의 2012년 NEJM 논문에서는 65세 이상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189,793명의 환자에 대해서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와 coronary-artery bypass grafting (GABG)을 받은 환자 간의 비
교 대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4년째 생존율은 PCI 환자 군보다 CABG에서 유의하게 높음을 IPTW 보정 전
과 후의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 4; Weintraub, NEJ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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