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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scribes survival analysis methods and shows how the methods can be applied to analyses of ophthalmologic data using the
open source statistical program R. The R codes are presented in the Appendix. We discuss some papers published in the ophthalmology
area that used survival analysis methods. We hope that researchers interested in applying survival analysis to studies of ophthalmology
develop easier to understand survival analysis methods and be able to apply the appropriate methods for their research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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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로 하여 생존함수를 추정하거나 또는 생존함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파악하고 그 효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

생존분석은 관심 사건(event of interest)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된다. 예를 들어, 혼탁이 생긴 각막 대신 투명한 각막을 이식하

시간을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론으로, 중도탈락을 포함한 모든

여 시력을 개선하는 각막이식술을 살펴보자. 이식편이 투명성

연구대상자에서 생존시간과 관심 사건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

을 유지하지 못한 이식 실패가 관심사건으로, 특정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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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실패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

다. 좌중도절단자료는 연구 개시일을 생존시간의 시작점으로

석할 수 있다. 특정 시점 전 중도탈락한 연구대상자들은 특정

가정할 수 있다. 구간중도절단자료는 구간 중 어느 시점을 사

시점에서의 이식 실패 여부를 모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건 발생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선택 편향이 발생할

서 제외하게 된다. 이 경우 중도탈락할 때까지 투명성을 유지했

수 있다. 구간중도절단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연구할 때 Yun

다는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며,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일어

and Kim [1]과 Kim et al. [2]을 참고할 수 있다.

난다. 한편, 수술 이후 이식 실패까지의 시간(투명성을 유지한
시간, 이식편의 생존시간)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이식편의 생
존시간은 연속형 변수이므로 회귀분석으로 분석할 수 있다.

Box 1. 절단자료의 종류

그러나 양의 값을 가지는 시간 자료는 극단으로 치우친 값이
있을 경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어렵
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 이식 실패가 발생하지 않아 생존시간
을 알 수 없는 경우도 회귀분석 시 문제가 된다. 이처럼 관심사
건 발생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며 중도탈락한 자료가 포함되는
연구는 생존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존자료의 특성을 설명하고 생존분석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안과학 논문에서 생존분석이 어떻게 적용되었
는지 예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R 프로그램
코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	좌중도절단자료(left censored data): 생존시간의 시
작점을 모르는 자료
2.	우중도절단자료(right censored data): 관심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관찰하지 못한 자료

A.	Type 1 우중도절단자료: 정해진 연구 종료 시점까
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생기는 자료
B. Type 2 우중도절단자료:
-연
 구설계 단계에서 관찰할 관심 사건 수를 정하고,
관찰 중 발생한 관심 사건 수가 이에 도달하여 연구
를 종료할 때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
는 자료

본론

-위 예제에서 발생 빈도를 6건(60%)으로 정했다면 여섯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남아있는 환자가 이에 해당

생존자료의 특성
생존자료는 생존시간의 시작점과 관심 사건 발생 시점을 모두
관찰한 완결 자료(complete data)와 두 시점 중 한 시점이라도

C. Type 3 우중도절단자료(random censored data): 다양한
원인으로 관찰에서 탈락된 자료
D. 구간중도절단(Interval censored data): 사건 발생 시점이

정확히 관찰하지 못하여 생존시간을 불완전하게 반영하는 절

포함된 구간정보만을 아는 자료

단자료(censored data)를 포함한다. 관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채 연구가 종료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유(이사, 전원, 다른 질

발생

병이나 사고, 치료 거부 등)로 관찰이 중단될 때 절단(censoring)이 일어난다. 이런 절단자료는 절단 직전까지 관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 정보를 제공한다.

발생률과 생존율

시간에 따라 이식편이 투명성을 유지할 확률, 즉 이식편 생

발생률은 특정 집단에서 특정 시간 구간 내 사건 발생 빈도를

존율을 구하기 위해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10명을 10년 동안

정량화한 지표이다. 사건 발생까지의 시간 정보 수집 유무에

관찰하여 연구종료시점에 6명의 이식 실패, 1명의 이식 성공, 3

따라 누적발생률(proportion cumulative incidence) 또는 발생률

명의 중도탈락 자료를 얻었다고 하자(Fig. 1). 시작점과 관심 사

(incidence rate, incidence density rate)로 나뉜다. 누적발생률은

건 발생 시점을 모두 정확히 관찰한 4, 5, 7, 9번 환자는 완결자

특정 집단의 수를 분모로, 특정 구간 내 관심 사건 발생 빈도

료이다. 1번 환자는 연구 이전 각막이식술을 시행하여 정확한

를 분자로 계산한 관심 사건 발생분율이다. 만약 관심 사건이

시작점을 모르는 좌중도절단자료이며, 8번 환자는 관심 사건

발생한 시간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집단에서 관찰 기간 동안

발생 시점이 7-9년 사이라는 정보만 아는 구간중도절단자료이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발생률은

다. 그리고 이식 성공으로 분류된 3번 환자와 관찰이 중단된 2,

이런 관심 사건의 총 생존시간을 분모로, 관심 사건 발생 빈도

6, 10번 환자의 자료는 우중도절단자료이다. 절단자료의 종류

를 분자로 계산한 관심 사건 발생 비율이다. 예를 들어, A와 B

(Box 1)에 따라 적용하는 생존분석법이 달라진다.

두 각막이식술 후 10년간 이식 실패 발생률을 비교하는 연구

본 논문은 임상연구에서 가장 흔한 우중도절단자료를 다룬

2

를 진행한다고 하자(Table 1). 두 군에서 각각 10안 중 8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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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실패가 발생하였다면, 10년 동안 이식 실패가 일어난 안

패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발생률로 비교할 수 있다. 이 예

의 비율인 누적발생률은 0.8 [관심 사건 발생 수/집단의 수]로

에서 발생률은 각막이식술을 받은 안의 생존시간의 합에 대해

동일하다. 여기에 시간 정보를 추가하여 각 집단에서 이식 실

10년 동안 발생한 이식 실패 건수로 계산된다. 두 군의 발생률
은 각각 0.21 [관심 사건 발생 수/총 생존시간]과 0.10 [관심 사
건 발생 수/총 생존시간]으로, 초반에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한

Table 1. The example data of survival time for two different surgi-

A군이 더 높다.

cal groups

한편, 생존율은 특정 시간 이후 생존할 확률이다. 생존분석

A

B

1, 1, 2, 2, 2, 3, 3, 4, 10+*, 10+,

5, 6, 6, 6, 8, 8, 9, 9, 10+, 10+

은 시간의 함수인 생존율이 관심변수로, 생존곡선(survival

*The symbol ‘+’ means censored data. That is, data with ‘+’ sign
means that the event did not occur.

curve)과 위험함수(hazard function)로 시간에 따른 생존율의
양상을 비교한다. 생존곡선은 시간에 따른 생존율을 나타낸

Table 2. ‘Retinopathy’ data in ‘survival’ package
id

laser

eye*

age

type†

trt‡

futime§

statusΠ

risk#

5

Argon

Left

28

Adult

1

46.23

0

9

5

Argon

Left

28

Adult

0

46.23

0

9

14

Argon

Right

12

Juvenile

1

42.50

0

8

14

Argon

Right

12

Juvenile

0

31.30

1

6

16

Xenon

Right

9

Juvenile

1

42.27

0

11

16

Xenon

Right

9

Juvenile

0

42.27

0

11

25

Argon

Left

9

Juvenile

1

20.60

0

11

id = identification; trt = treatment; futime = follow-up time.
*This dataset should have two eye variables: eye 1 = which eye does this row of the data represent, eye 2 = which eye received treatment. But
this dataset only contains eye 2 variable; †Type of diabetes. Pre-20-year-old diagnoses are defined as childhood diabetes; ‡Treatment: 1 is
treatment eye and 0 is control eye; §Time to loss of vision or last follow-up; ΠCensored or loss of vision. 0 means censored data and 1 means
loss of vision; ＃A risk score for the eye.

Figure 1. Example of censored data. The symbol + of table and X of graph mean the censored data and the occurrence of the event, respectively. ID =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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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그래프이며 위험함수는 특정 시점까지 생존한 직후 사망
할 확률함수이다.

시할 수 있다.
군별 생존곡선이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로그순위 분석법을 적용한다(Box 3). ‘Retinopathy’ 자료에서

생존곡선 및 로그순위 분석법(Log-rank method)

레이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존곡선이 다른지, 즉 생존함수가

생존분석의 이해를 위해 당뇨병 환자의 시력 손실을 늦추는

다른지 보기 위해 로그순위 분석법을 적용한다(Box 3). 이때의

레이저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하려 한 ‘retinopathy’ (R 패키지
‘survival’에서 발췌) 자료를 살펴보자. 총 197명의 당뇨병 환자
에서 한쪽 안에는 레이저치료를 진행하고 다른 안에는 치료를

Box 3. 로그순위 분석법 적용 순서

진행하지 않은 채 각 안의 시력상실까지의 시간을 관찰하였다
(Table 2). Appendix에서 이 자료를 생존분석으로 분석하는 방

1. 두 군의 환자들을 합친 후 관찰된 생존시간을 크기순
으로 나열한다. 이때 중도절단된 시간은 제외하고 나

법을 R프로그램 기반으로 설명하였다.

열한다.

생존곡선은 시간 0에서 100% 생존율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
나면서 생존율이 감소하는 생존함수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특

2. 1번의 단계에서 나열된 생존시간을 t1 ＜ t2 ＜ ⋯ ＜ tk

정 시점의 생존율이 아니라 모든 시점의 생존율을 비교하게 된

라고 하면, 각 ti 시점에서 각 그룹마다 관찰된 빈도와
기대 빈도를 구한다.

다. 즉 생존곡선은 모든 시간의 누적생존율 곡선이다. 누적생
존율은 각 구간의 생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각 구간마다 유

3.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한다.

지되거나 감소하는 계단형태로 표현된다. 구간을 정의하는 방

– 귀무가설하에서 로그순위 검정통계량은 범주형자

법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구간을 정하는 생명표법과 사건이

료의 카이제곱검정통계량과 유사하며 자유도가 1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는 카플란마이어 분석법

인 카이제곱분포를 따른다.

[3]이 있다. 생명표법은 충분히 큰 표본(군당 50 이상)에 사용되

4. 구해진 검정통계량이 임계점보다 큰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며, 카플란마이어 분석법은 작은 표본에도 적용할 수 있고 절
단자료의 처리가 쉽다. 카플란마이어 누적생존율을 계산하는

* 세 군 이상의 경우 로그순위 검정통계량은 자유도가
그룹수-1인 카이제곱분포를 따른다.

방법은 Box 2에 제시하였다.

Box 2. 카플란마이어 분석법 적용 순서

귀무가설은 ‘두 군의 생존함수가 같다(S 1 (t)=S 2 (t))ʼ이며 대
립가설은 ‘두 군의 생존함수가 다르다(S1 (t)≠S 2 (t))ʼ이다.

1. 생존시간에 절단 여부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절단자료를 포함하여 생존시간 순서로 자료를
재배열한다.

로그순위 검정통계량과 유의확률은 ‘survdiff’ 함수로 구하며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레
이저 치료를 한 군의 생존곡선이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은 군

3. 사건이 일어난 시점마다 구간생존율을 계산한다.

의 생존곡선보다 느리게 감소하며, 로그순위 분석법을 통해 레

4. 관심 시점 이전 구간생존율의 곱으로 누적생존율을

이저 치료가 당뇨병 환자의 시력 손실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

계산한다.
5. 논 문에 누적생존율을 표기할 때에는 특정 시간의 생
존율과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한다.

음을 통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Fig. 2, Appendix). 이를 논문
에 표기할 때는 로그순위 검정통계량과 유의확률을 같이 제시
한다.
로그순위 분석법은 모든 연구 시점에 같은 가중치를 주고 두
집단 또는 여러 집단 간의 생존함수를 비교한다. 하지만 연구

간혹 생존율의 반대 개념으로 시간에 따른 사망률(1-생존

목적에 따라 연구 초기 시점 또는 후기 시점에 가중치를 주고

율), 즉 사망 곡선(mortality curve)을 제시하고 싶을 때가 있다.

집단 간의 생존함수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를 가중로그순위

시력상실 발생 비율이 적어 생존곡선으로 생존율 감소 양상이

분석법이라 한다. 가중로그순위 분석법은 부여하는 가중치 종

명확하지 않을 때 시력상실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질

류에 따라 다양하며 연구 초반의 생존함수 차이를 부각시키기

병 회복 같은 긍정적 성격을 갖는 관심 사건은 시간에 따라 회

위해 초기 시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윌콕슨 분석법(Wilcoxon

복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 병의 회복곡선으로 제

method) 등이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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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의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의 비교라면 각 집단별 log (-log s(t)) 곡선이 서로 평행하면 이

로그순위 분석법으로 레이저 치료 여부에 따른 두 군의 생존

만족되지 않으면 변형된 방법인 층화된(stratified) 비례위험모형

함수를 비교하였다. 하지만 로그순위 분석법은 단변수 분석법

을 사용하거나 시간 가변 독립변수(time-dependent covariate)

(univariable analysis)으로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생존함수

를 포함시켜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

또는 위험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사용할

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는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만약 비례위험가정이

수 없다. 여러 독립변수들이 생존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비례위험모형을 만들기 위해 수집한 여러 독립변수 중 통계

하는 다변수 분석법(multivariable analysis)으로 콕스의 비례위

적으로 유의한 변수(관심 있는 사건의 위험함수에 유의한 영

험모형[6]이 있다. 로그순위 분석법은 비례위험모형 적용 전 각

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야 한다. 찾아진 변수들을 이용하여

각의 변수가 생존함수 또는 위험함수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

비례위험모형을 만든다. 이때 선택된 변수들의 조합으로 만들

을 보기 위한 기초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어지는 비례위험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설

비례위험모형은 위험함수비율(hazard ratio [HR])을 통해 독

명력과 모형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한다.

립변수가 위험률(hazard rate)에 미치는 영향을 보인다. 위험률

모형에 포함될 변수를 선택하는 전통적 방법으로 전진선택

이란 시점까지 생존한 사람이 그 직후 사망할 확률, 즉 순간사

법(forward selection), 후진제거법(backward selection), 단계별

망률을 의미하며, HR은 이 위험률의 비로 정의된다. 예를 들

선택법(stepwise selection)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중

어, 레이저 치료군과 비치료군을 각각 실험군과 비교(통제)군으

요한 변수가 제거될 가능성이 있고 변수들이 많은 경우 계산

로 설정했다면, HR은 레이저 비치료군에 대한 레이저 치료군

이 많아진다. 다양한 변수선택법이 연구되고 있으므로 연구 주

의 위험률 비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HR ＞ 1일 때 비교군보

제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연구자의 판단 혹은 기존

다 치료군이 더 위험함을 의미하며 HR ＜ 1일 때 덜 위험함을

결과에서 중요하다고 확인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의미한다. 하지만 관심 사건이 긍정 사건이면 HR의 해석을 조

더라도 포함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교호작용이 있으면 선택할 수

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심 사건이 회복(remission)이라면

있다. 선택된 변수는 마팅게일잔차(Martingale residual)와 선형

HR ＞ 1일 때 비교군보다 치료군이 회복 가능성이 높음을 의

관계가 되도록 모형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한다.

각 독립변수들과 위험함수와의 로그선형(log-linear) 관계를 확

비례위험모형은 용어 정의에서 드러나듯 HR이 시간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위 예제처럼 두 집단

인하여 적절한 형태를 선택한다(Box 4).
‘Retinopathy’ 자료로 ‘당뇨병 진단 연령에 따라 레이저 치료
여부에 대한 효과가 다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 레이저 치료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당뇨병 진단 연
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효과가 달라지는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

Box 4. 콕스의 비례위험모형 적용 순서
1.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독립변수들을
선택한다.
2. 마팅게일잔차와 독립변수 사이의 선형관계 확인을 위
해 위험함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log-linear 관계를 확
인한다.
3. 변수선택법으로 모형을 선택한다. 이때 중요한 변수가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다.
Figure 2. Survival curves with log-rank p-value of retinopathy data.
This shows that whether or not treatment affects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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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나이와 치료 여부(trt 변수)를

인할 목적으로 2004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전층각막이식

고려해야 한다. 본 예제에서는 진단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20

술을 시행받은 총 211명의 236안에서 국내공여각막과 해외공

세 미만(trt = juvenile 군)과 20세 이상(trt = adult 군)으로 구별

여각막의 전층각막이식술 후 임상 결과를 비교하였다. 관심 사

해 놓은 type 변수를 사용하여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건을 원인과 상관 없이 이식편이 혼탁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 로그선형관계를 고려하여 모든 변수를 선형 형태로 표현하

관심 사건이 관찰된 이식편의 생존시간은 수술한 날부터 실패

였다.

의 징후가 나타난 날까지, 관심 사건이 관찰되지 않은 이식편

모형에 포함할 변수를 선택하는데, R 프로그램에서는 전진선

의 생존시간은 수술한 날부터 마지막 내원일까지로 정의하였

택법과 후진제거법, 단계별선택법을 제공한다. 이 예제에 단계별

다. 각 군에 대한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을 그렸고 두 군의 생

선택법을 적용하여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레이저 치료 여부(trt)

존곡선을 비교한 로그순위 분석법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와 당뇨병 종류(type) 그리고 그 교호작용이며, 최종모형으로부

0.05보다 커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즉 국내공

터 추정된 위험함수는

여각막을 이식받은 환자군과 해외공여각막을 이식받은 환자군
사이에 유의한 임상적 차이가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h (t;type,trt)=h (t)exp(0.341 * I(type=adult)-0.425 * I(trt=1)-0.846
* I(type=adult) * I(trt=1))

성별, 나이, 전층각막이식술 전 녹내장 수술 병력 및 수술 전
후의 수정체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생존곡선에 미치는 영
향을 로그순위 분석법으로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이 생존곡선

이다(Appendix). 위의 위험함수는 20세 이상(type = adult)에서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여편

는 레이저 치료군(trt=1)이 비치료군(trt=0)에 비해 0.40배

내피세포 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백내장수술을 병행 또는

(=exp(0.341-0.425-0.846))의 위험률을 가지며 20세 미만(type =

추후 시행한 군에 대하여 추가 분석하였는데, 생존율을 비교

juvenile)에서는 레이저 치료군이 비치료군에 비해 0.65배(=exp(-

한 로그순위 분석법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커 통계

0.425))의 위험률을 가짐을 의미한다. 즉 20세 이상과 20세 미만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모두 치료 효과가 있지만 20세 이상에서 더 큼을 알 수 있다.
최종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는

Incidence of retinoblastoma and survival rate of retino-

지 검토하기 위하여 ‘cox.zph’ 함수를 이용한다. 위 예제에서 모

blastoma patients in Korea using the Korean National

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들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비

Cancer Registry database (1993-2010)

례위험가정을 만족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따라서

Park et al. [10]은 망막모세포종 환자의 생존율 연구를 계획하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는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한다고 주장

고 국립암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총 600

할 수 있다(Appendix).

명을 대상으로 진단 연도별, 성별, 진단 나이별 발생률 및 생존

만일 반복 측정된 자료나 다기관 임상시험자료 같이 군집 내

율을 비교하였다. 관심 사건은 사망으로 정의하였고, 생존시간

에 연관성이 있어 생존시간의 독립을 가정할 수 없으면 비례위

은 첫 진단일부터 사망일, 관찰이 중단된 날 또는 관찰 종료

험모형의 확장 모형인 프레일티모형(frailty model)을 적용할 수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있다. R에서 ‘survival’ 패키지 또는 프레일티 모형의 변수 선택

600명의 생존곡선을 제시하고, 진단 시기별, 성별, 진단 나이

및 모형 적합을 위해 개발된 ‘frailtyHL’ 패키지 등에서 적용할

별로 각 군에 대한 생존곡선과 로그순위 분석법을 시행한 결

수 있다[7,8].

과를 그래프에 함께 제시하였다. 위에서 고려한 세 가지 변수
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려면 콕스의 비례위험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성별, 진단 나이별 생존곡선이

예제

교차하고 있어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

생존분석을 적용한 안과학 분야 논문들을 소개하여 안과학

용에 조심해야 한다.

분야에서 생존분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
다.

Efficacy and safety of immunosuppressive agents in the
treatment of necrotising scleritis: a retrospective, multi-

Comparative analysis of clinical outcome in penetration

center study in Korea

keratoplasty using domestic or imported cornea

Jeon et al. [11]은 괴사성공막염의 치료를 위한 면역억제제의 효

Kim et al. [9]은 국내공여각막과 해외공여각막의 유효성을 확

능과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기관 연구를 수행하였다.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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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생존분석방법론 중 로그순위 분석법과 콕스의 비례위
험모형에 대하여 설명하고 안과 영역의 예제 자료를 통계프로
그램인 R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 출판된 논문들을 통
해 현재 연구 영역에서 생존분석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확인
하여 봄으로써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를 설계할 때 생존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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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R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생존분석

서론
R은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연구자들이 통계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가 제공된다. R은 http://www.r-project.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본문에서 다룬 ‘survival’ 패키지에 수록된 ‘retinopathy’ 자료에 R을 이
용하여 생존분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존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패키지와 예제 자료
본 논문에서는 ‘survival’ 패키지와 ‘rms’ 패키지를 사용하여 생존분석을 수행한다. ‘survival’ 패키지는 생존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패
키지로 생존곡선 및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rms’ 패키지는 생존분석 시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도록 개발되었고, 기
본 패키지가 아니므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추가 설치한 패키지는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야 사용이 가능하다.

＞ install.packages(“survival”)
＞ library(survival)
＞ data(“retinopathy”)

예제 자료로 사용할 ‘retinopathy’ 자료는 ‘survival’ 패키지 내장 자료이다. 당뇨병 환자의 시력 손실을 지연시키기 위한 레이저치료
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로 총 197명의 당뇨병 환자 한쪽 안에는 레이저치료를 진행하고 다른 안에는 치료를 진행하
지 않은 상태에서 각 안의 시력상실까지의 시간을 관찰하였다. 실제 한 사람에 대해 한쪽 눈에는 레이저 치료를 진행하고 다른 눈
에는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각 사람을 클러스터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각 눈
이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예제 자료 분석: 생존분석 적용
생존분석 시 시간을 나타내는 연속형 변수와 중도절단 여부를 나타내는 명목형 변수, 이 두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변수를 생성해야
하는데, ‘Surv’ 함수를 통해 이 기능을 제공한다. ‘Surv’ 함수에 두 생존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와 사건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사건 발
생값을 함께 입력한다.

＞ head(retinopathy)
id

8

laser

eye

age

type

trt

futime

1 5

argon

left

28

adult

1

46.23

status
0

risk
9

2 5

argon

left

28

adult

0

46.23

0

9

3 14

argon

right

12

juvenile

1

42.50

0

8

4 14

argon

right

12

juvenile

0

31.30

1

6

5 16

xenon

right

9

juvenile

1

42.27

0

11

6 16

xenon

righ

9

juvenile

0

4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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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여부에 따라 이식편의 생존율이 차이가 있는지 ‘survdiff’ 함수로 로그순위 검정법을 수행하자.
＞#Log-Rank test
＞log ＜- survdiff(Surv(futime, status) ~ trt, data=retinopathy)
＞log
Call:
survdiff(formula = Surv(futime, status) ~ trt, data = retinopathy)
N Observed Expected (O-E)^2/E (O-E)^2/V
trt=0 197

101

71.8

11.9

22.2

trt=1 197

54

83.2

10.3

22.2

Chisq= 22.2 on 1 degrees of freedom, p= 2.4e-06

중간단계의 생존곡선 개체를 ‘survfit’ 함수로 생성하고 이를 ‘plot’ 함수에서 호출하여 생존곡선을 그린다. 또는 ‘rms’ 패키지를 사
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구연할 수 있다. ‘rms’ 패키지에서 중간단계의 생존곡선 개체를 ‘npsurv’ 함수로 생성하며 ‘survplot’ 함수를 이
용하여 생존곡선을 그린다. 이때 ‘text’ 함수로 로그순위검정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사망(발생)곡선을 제시하기도 하
는데, 이때는 ‘function’ 함수를 사용한다.

＞ #survival package
＞ km ＜- survfit (Surv(futime, status) ~ trt, data = retinopathy)
＞ plot(km,xlab = “Months”, ylab =“Survival rate for visual loss”, lty = 1:2, bty = “n”, cex.lab = 1.4, cex.axis = 1.4,
xlim = c(0, 80), xaxt = “n”)
＞ axis(side = 1, at = seq(0, 80, 8), labels = seq(0, 80, 8), cex.axis = 1.4)
＞ text(10, 0.2, labels = “p -value of Log-rank test ＜ 0.001”, cex = 1.4, adj = 0)
＞ text(42, 0.76, labels = “Laser treatment (trt = 1)”, cex = 0.8, adj = 0)
＞ text(42, 0.36, labels = “No treatment eyes (trt = 0)”, cex = 0.8, adj = 0)
＞ #rms package
＞ install.packages(“rms”)
＞ library(rms)
＞ kmr ＜- npsurv(Surv(futime status)~trt, data = retinopathy)
＞ survplot(kmr, n.risk= T, xlab = “Months”, ylab = “Survival rate for visual loss”, label.curves = FALSE, cex.n.risk = 1,
cex.xlab = 1.4, cex.ylab = 1.4, conf = “none”, adj.n.risk= 3)
＞ text(10, 0.2, labels = “p -value of Log-rank test ＜ 0.001”, cex = 1, adj = 0)
＞ text(42, 0.76, labels = “Laser treatment (trt = 1)”, cex = 0.8, adj = 0)
＞ text(42, 0.36, labels = “No treatment (trt = 0)”, cex = 0.8, adj = 0)
＞ #사망(incidence) curve
＞ survplot(kmr, xlab = “Months”, ylab = “Incidence rate for visual loss”, label.curves = FALSE, fun=function(x){1-x},
cex.xlab = 1.4 , cex.ylab = 1.4)
＞ text(3, 0.6, labels = “p -value of Log-rank test ＜ 0.001”, cex = 1, adj = 0)
＞ text(42, 0.35, labels = “Laser treatment (trt = 1)”, cex = 0.8, adj = 0)
＞ text(45, 0.64, labels = “No treatment (trt = 0)”, cex = 0.8, adj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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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ppendix Figure 1. Kaplan-Meier curves according to
treatment. Kaplan-Meier curves (A) using survfit and plot
of ‘survival’package, (B) using npsurv and survplot of ‘rms’
package and (C) using function option on B with 95% confidence interval. trt = treatment.

위 명령에 의해 출력된 결과는 Appendix Fig. 1과 같다. 특정 기간의 생존율은 ‘summary’ 함수에 ‘time’ 옵션으로 확인한다. 예제
자료에서 3년과 5년의 생존율을 확인해 보자. 이 자료는 월 단위로 되어 있어 36개월, 60개월로 설정하였다. 년 또는 일 단위 자료이
면 각각 ‘time = c(3,5)’ 또는 ‘time = c(3,5)*365.25’를 사용한다. 만약 36개월에 관심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생존율을 구할 수 없다면,
36개월 전 관심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생존율을 구한다. 비치료군에서 3년과 5년째 생존율(시력이 상실되지 않은 비율)은 56.1%
(95% CI: 49.4% to 63.6%), 41.4% (95% CI: 33.8% to 50.6%)이며, 치료군의 3년과 5년째 생존율은 74.6% (95% CI: 68.5% to 81.1%),
69.9% (95% CI: 63.3% to 77.2%)이다.

＞ summary(km, time = c(36, 60))
Call: survfit(formula = time ~ trt, data = retinopathy)
trt=0
time n.risk n.event survival std.err lower 95% CI upper 95% CI
36

95

83

0.561

0.0363

0.494

0.636

60

22

17

0.414

0.0427

0.338

0.506

trt=1
time n.risk n.event survival std.err lower 95% CI upper 95% CI

10

36

122

47

0.746

0.0322

0.685

0.811

60

33

6

0.699

0.0355

0.633

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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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료로 진단 시기에 따라 레이저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때 레이저치료 여부를 나타내는 trt 변수와 진단
당시 연령을 20세를 기준으로 20세 이상과 20세 미만으로 구분한 type 변수, 그리고 그 교호작용을 고려한다. 다변수 분석법인 콕스
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coxph’ 함수를 사용한다. 모형을 만들 때는 수집된 변수 중 모형에 적합할 변수를 선택해야 하며
R에서는 전진선택법, 후진제거법 및 단계별선택법을 제공한다. 이런 방법으로 변수를 선택할 때 중요한 변수가 탈락될 위험이 있으
므로 임상적으로나 기존 결과에서 중요하다고 밝혀진 변수를 제외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먼저, 수집된 모든 변수와 고려할 교호작용을 포함한 후 ‘step’ 함수로 변수를 선택한다. 여기서는 단계별 선택법을 적용하기 위해
‘both’ 옵션을 사용하였다. 전신선택법 또는 후진제거법을 적용할 때는 ‘both’ 대신 ‘forward’ 또는 ‘backward’를 사용한다.

＞ coxrg ＜- coxph(Surv(futime, status) ~ laser + type + trt + type:trt, data=retinopathy)
＞ step(coxrg, direction=“both”, trace=1, steps=1000, k=2)
Start: AIC=1714.07
time ~ laser + type + trt + type : trt
Df

AIC

1

1713.5

- laser
＜none＞

1714.1

- type:trt 1

1718.1

Step: AIC=1713.48
Surv(futime, status) ~ type + trt + type:trt
Df
＜none＞
+ laser

AIC
1713.5

1

1714.1

- type:trt 1

1717.5

Call:
coxph(formula = Surv(futime, status) ~ type + trt + type:trt, data = retinopathy)
coef
typeadult

exp(coef)

se(coef)

z

p

0.341

1.407

0.199

1.71

0.087

-0.425

0.654

0.218

-1.95

0.051

typeadult:trt -0.846

0.429

0.351

-2.41

0.016

trt

Likelihood ratio test=28.5 on 3 df, p=2.87e-06
n= 394, number of events= 155

‘Step’ 함수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통계모델의 상대적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인 아카이케 정보 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a
[AIC])으로 모델을 선택한다. 가장 먼저 모든 변수를 넣은 후 변수를 제외하고 더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AIC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때 과정을 종료하고 해당 모델을 선택한다. 단계별 선택법 적용 결과 trt와 type 변수 그리고 그 교
호작용이 포함된 모형의 우도비 검정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이 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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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선택된 모형도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cox.zph’ 함수를 사용하여 비례위험가정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 coxrg1 ＜- coxph(Surv(futime, status) ~ type + trt + type:trt, data = retinopathy)
＞ cox.zph(coxrg1)
typeadult
trt
typeadult:trt
GLOBAL

rho

chisq

p

0.05640

0.4927

0.483

-0.03665

0.2079

0.648

0.00426

0.0028

0.958

NA

1.2629

0.738

모든 변수에 대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H0: 비례위험모형을 만족한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적합된 모
형이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검정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Appendix Table 1과 같다.

Appendix Table 1. The hazard ratio (HR) and p-value under the proportional hazards model for retinopathy data.
Variables

HR (95% CI)

p-value

1

-

1.406 (0.952–2.079)

0.087

Type of diabetes
Juvenile diabetes
Adult diabetes
Treatment
No treatment

1

-

0.654 (0.427–1.002)

0.051

Juvenile diabetes & no treatment

1

-

Adult diabetes & laser treatment

0.429 (0.216–0.854)

0.016

Laser treatment
Type of diabetes & treatment

CI = confidence interval.

국문초록

안과영역에서 생존분석 방법론 적용
본 논문은 생존분석기법을 설명하고 안과학 분야 자료에서 생존분석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예시로 사용한
안과학 자료는 오픈소스 통계프로그램 R로 분석하였고, R 코드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생존분석을 적용한 안과학 분야 논문을
통해 안과학 분야에서 생존분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생존분석기법을 적용하려는 안과학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법을 적절히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2

https://doi.org/10.21561/jor.2018.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