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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환자-코호트 자료에서 가중치를 이용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비교

환자-코호트 연구는 부분-코호트(sub-cohort)를 구축하여 전체-코호트

(full-cohort)의 일부에서만 관심 있는 사건을 추적 관찰하기 때문에 매우 경

제적이다. 하지만 환자-코호트 설계에 부분우도함수(partial-likelihood)를 이용

한 기존의 생존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면 치우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환자-코호트 설계는 가중치가 적용된 유사우도함수(pseudo-likelihood)를 통해

생존율을 추정해야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rentice, Self & Prentice,

Barlow의 가중치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논문은 가중치를 이용한 콕

스회귀분석에서의 가중치 비교를 다루었을 뿐, weighted Kaplan-Meier 생존

곡선 비교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그려지

는 weighted Kaplan-Meier 생존곡선의 성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

적인 상황에서는 가중치 간의 큰 차이가 없지만, 부분-코호트 크기가 클수록

또한 사건 발생률이 작을수록 Barlow의 가중치가 전체-코호트를 가장 적절하

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Barlow의 가중치를 단순

화한 modified Barlow 방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기존의 Barlow 방법

과 비교했을 때, modified Barlow 방법은 부분-코호트 크기가 작거나 사건

발생률이 3% 이하로 낮은 경우에 전체-코호트의 생존곡선을 적절하게 추정했

다. 따라서 환자-코호트 자료에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을 통해 생존곡선을

그릴 때, Barlow 혹은 modified Barlow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핵심되는 말 : 환자-코호트, 생존 분석, weighted Kaplan-Meier, Prentice,

Self-Prentice, Bar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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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노출 요인과 특정 질병 발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많은 임상 및 역학

연구에서는 코호트(cohort) 연구 설계를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추세는

발생률이 낮은 질병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타당

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코호트 연구 시작 시점부터 많은 대상자가 필

요하다.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코호트의 단점을 보완한 설계 방법에는 환자-코호트 연구

(case-cohort study)와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nested case-control

study)가 있다. 두 연구 방법은 코호트 연구를 기반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

(case-control study)로서 환자-대조군 연구의 시작이 코호트 연구 내에서 출

발하는 혼합 설계(hybrid design) 연구라고 정의한다 (Gordis, 2009). 해당 방

법들은 부분-코호트(sub-cohort)를 구축하여 전체 코호트(full-cohort)의 일부

에서만 관심 있는 사건을 추적 관찰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매우 경제적이다. 이 때, 환자군은 부분-코호트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코호트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한 집단이며 대조군은 부분-코호트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환자-코호트 연구는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비교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하나의 대조군으로 다른 종류의 관심 사건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Prentice(1986)에 의해 이론적으로 제안된 환자-코호트 설계는 최근

들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부각되어 임상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

다.

이러한 환자-코호트 연구 설계는 전체 코호트의 생존 함수 추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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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의 분석 방법인 부분우도함수(partial-likelihood)를 적용하면 치우친 결

과가 도출될 수 있다. 환자-코호트 설계에서는 코호트 내의 일부 대조군만 사

용하기 때문에 환자-코호트 셋(case-cohort set)에서 환자군이 실제보다 더 많

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우도함수의 보정

되지 않은 위험그룹(unadjusted risk set)이 실제 코호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치우친 결과가 추정된다(Sangita, 2007). 따라서 환자-코호트 설

계는 Prentice, Self & Prentice, Barlow가 제안한 가중치가 적용된 유사우도

함수(pseudo-likelihood)를 통해 회귀계수를 추정해야 한다.

기존에 알려진 논문에서는 주로 생존 분석 방법 중 콕스 회귀분석의 우도함

수를 유사우도함수로 변화시켜 가중치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다(Therneau,

1999; Onland-Moret, 2006;). 그 결과, 전체-코호트와 비교 했을 때 부분-코호

트의 크개가 충분히 크다면 일반적으로 Prentice, Self & Prentice, Barlow의

세 방법을 통한 추정값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부분-코호트가 작은

특정 상황에서는 Barlow's method가 위험비를 추정하는 데에 가장 정확하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논문은 가중치를 이용한 콕스회귀분석만

을 고려했을 뿐, 가중치가 적용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의 생존 곡선 비교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된 바가 없다.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은 생존 시간에 따

른 집단 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법이며 특정

시점의 생존율을 계산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중치를 소개하

고 모의실험에서 유사우도함수를 적용한 weighted Kaplan-Meier 추정량을 제

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중치 별로 생존곡선을 그려서 가중치 간의 정확도를

비교 및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arlow의 가중치

를 더욱 간단하게 변형하여 이를 새로운 환자-코호트 설계의 가중치 방법으로

서 제안한다. 또한 실제 자료인 Korean Cancer Prevention Study-II에 기존

및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odified Barlow’ 방법을 적용하여 생존곡선을 비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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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자-코호트 자료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Prentice, Self

& Prentice, Barlow가 제안한 각각의 방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odified Barlow 방법도 함께 적용하여 총 여섯 가지 방법(Prentice,

Self & Prentice, Barlow with fixed / time-dependent weight, modified

Barlow with fixed / time-dependent weight)으로 생존곡선을 그릴 시에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전체 코호트를 추정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존 분석 방법 중 Kaplan-Meier 추정량에 여섯 가지의 가중

치를 적용한 weighted Kaplan-Meier 추정량으로 생존 곡선을 그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생존함수가 얼마나 전체 코호트를 유사하게 반영하는지 생존

곡선으로 추정의 정확도를 비교한다. 또한 부분-코호트 크기 및 사건 발생률

등 관련 변수에 따라 여러 상황을 가정한 생존 자료를 생성한다. 그리고 해당

자료로 다양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각 가중치 방법의 정확도가 특정 상황에

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의실험을 통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가중치를 선정하여 해당 방법을 한국인 암 예방 연구-II

(Korean Cancer Prevention Study-II) 코호트에 적용 및 분석한다.

1.3 논문의 구성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한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환자-코호트 설계의 정의와 이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치우침을 해결하기 위한 유사우도함수에서의 가중치를 이

용한 콕스회귀분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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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안하는 weighted Kaplan-Meier 추정량과 이를 위해 사용되는 modified

Barlow 가중치를 소개한다. 제 4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도출되는 생존곡선 결과를 가중치 종류 별로 비교 및 평가한다. 제 5장에서는

weighted Kaplan-Meier 추정량을 실제 코호트 자료인 KCPS-II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한 결론 및 고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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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2.1에서는 환자-코호트 설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2.2에서는 환

자-코호트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우침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가중치를 이용한 콕스회귀분석을 정리하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가중치에 대

해 소개한다.

2.1 환자-코호트 설계의 개념

코호트 연구에서 모든 대상자 군으로부터 특정 변수(예: 유전자 정보, 채혈

정보)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특정 변수의 측정비용이 높을 때에 그 대안으로

환자-코호트 설계를 사용한다. 환자-코호트 연구는 Prentice (1986)에 의해 처

음으로 고안되었으며 해당 방법은 관심 변수에 대한 사건 발생률이 낮은 자료

구조에서 주로 사용된다. 환자-코호트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코호트를 사용

하지 않고, 공변량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 전체 환자군과 일부 대조군으로만

구성된 부분-코호트(sub-cohort)를 바탕으로 분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자

-코호트는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부분-코호트 대

상자 선정에 관한 추출 과정은 그림 1의 예시와 같다.

연구시작 시점에서 코호트의 일부를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여 부분-

코호트를 구축한다. 그리고 전체 코호트에서 관심 있는 사건을 추적관찰 하면

서 환자군은 전체 코호트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한 집단으로, 그리고 대조군은

부분-코호트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으로 정의한다. 분석의 대상

이 되는 두 집단을 합쳐서 환자-코호트 데이터셋으로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

로 환자-코호트 설계는 일반적인 생존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제한적인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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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

Pr ≤ ≤   ∆   ≥ 


 

인해 회귀계수의 추정 과정에서 치우침이 발생하므로 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림 1. 환자-코호트 데이터셋 구축 예시 과정

2.2 가중치를 이용한 콕스회귀분석

콕스회귀분석(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은 생존시간과 공변량의

관계를 위험함수(hazard function)로 표현하며, 위험함수인 는 특정 시점 

에서의 확률밀도함수인 와 생존함수인 로 표현된다 (Kle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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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누적위험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인 는  






이므로 생존함수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시점 에서 번째 개체의 콕스비례위험모형은 다음과 같다.  는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이며, 는 번째 개체의 공변량인  의

효과를 추정하는 회귀계수이다. 수식에서는 편의상 공변량이 1개인 경우로 표

현하였으며 공변량이 여러 개인 경우는 를 로 대체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우도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는 시점 에

서 번째 개체가 위험 그룹 포함되는지 여부의 위험지시함수이다. 여기서 위

험그룹이란 시점  바로 전까지 사건 없이 생존한 개체들의 그룹을 의미한다.

회귀계수 는 로그 부분우도함수를 이용하여 유도되는 스코어 함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콕스회귀분석의 스코어 함수는 다음과 같다. 는 중도절단

여부를, 는 위험그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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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콕스회귀분석 모형을 환자-코호트 자료에 그대로 사용하

게 되면 치우침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중치를 이용한 콕스회귀분석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weighted Cox 회귀분석의 유사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는 부분-코호트를, 는 시점 에서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가중치를 이용한 콕스회귀분석에 적용되는 우도함수 분모의 첫 번째 항은

환자군에 의한 기여이고, 두 번째 항은 부분-코호트 내에서 발생한 대조군에

의한 기여이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 에서의 위험그룹은 전체 환자군과 부

분-코호트 내의 대조군으로 정의되며, 위험그룹은 가중치인 에 따라서 다

르게 설정된다. 하지만 부분-코호트 밖에서 발생한 환자군은 사건 발생 직전

까지 위험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weighted Cox 회귀분석의 는 콕스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스코어

함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가중치를 반영한 해당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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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type and timing Prentice’s Self and
Prentice’s

Barlow’s
(fixed)

Barlow’s
(time-dep)

Case outside sub-cohort
   before failure 0 0 0 0

Case outside sub-cohort
   at failure 1 0 1 1

Case in sub-cohort
   before failure 1 1 1/π 1/

Case in sub-cohort
   at failure 1 1 1 1

Control in sub-cohort 1 1 1/π 1/

2.3 환자-코호트 자료에서 사용되는 가중치 방법

가중치를 이용한 콕스회귀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중치 방법은

Prentice (1986), Self & Prentice (1988), Barlow (1994)이다. 해당 방법들의

유사우도함수는 분석 대상자의 사건 발생 여부 및 부분-코호트 포함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치우치지 않는(unbiased) 추정치를 도출한다. 다시 말

해, 세 방법은 'Case in sub-cohort', 'Control in sub-cohort', 'Case outside

sub-cohort'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방법마다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

체-코호트의 형태와 유사하게 만든다. 대상자에 따른 가중치는 방법마다 차이

를 보인다. 또한 환자군일지라도 사건 발생 시점(at failure)과 발생 이전

(before failure)에 따라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방법마다

사건을 가진 개체수는 동일하지만 추정된 위험그룹(risk set)은 달라진다. 다음

의 표 1은 주로 사용되는 네 가지 가중치 방법을 비교한 표이다 (Barlow et

al., 1999).

표 1. Prentice, Self & Prentice, Barlow의 가중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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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Prentice‘s method

환자-코호트 연구에 적용되는 가중치 중 최초로 제안된 방법인 Prentice's

method는 환자군이 부분-코호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부분-코호트 내의 환

자군과 동일한 가중치인 1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Case outside sub-cohort

at failure' 대상자를 위험그룹에 포함하여 우도함수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Prentice 방법에서 부분-코호트 내의 대상자는 사건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모

두 가중치 1을 가지며, 발생 전후 시점에도 상관없이 가중치는 1로 동일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Prentice method는 'unweighting method'라고 불린다.

2.3.2 Self and Prentice’s method

Self & Prentice의 방법은 부분-코호트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모두 1의 가중

치를 갖지만 부분-코호트 밖의 환자군은 사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가중치 0

을 주어 우도함수의 위험그룹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Case outside

sub-cohort’는 사건 발생 시점에 상관없이 모두 가중치가 0으로 주어진다. 이

는 Prentice의 방법과 차이를 보이며, 표 1에서 언급된 가중치 방법 중 가장

적은 위험그룹을 갖게 되어 추정된 생존율 또한 가장 높아진다. 무작위 추출

로 얻어진 부분-코호트만 고려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Self & Prentice's

method는 'random sampling method'라고 불린다.

2.3.3 Barlow‘s method

Barlow의 방법은 부분-코호트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사건 발생 시점에

환자군은 1이라는 가중치를 갖지만, 부분-코호트 내의 대조군은 전체-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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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대비 부분-코호트 추출률의 역수를 의미하는 1/π을 가중치로 부여한다.

예를 들면, π가 0.05인 경우에 부분-코호트의 대조군과 부분-코호트 내의 사

건 발생 이전 환자군은 20이라는 가중치를 갖는다 (Barlow, 1999). 이러한

Barlow의 가중치는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시점에 따라 변하지 않

는 'fixed'와 변화하는 ‘time-dependent'로 구분이 가능하다. 연구 설계 단계에

서 이미 시점에 따른 전체-코호트 대상자 수와 부분-코호트 대상자 수를 파

악할 수 있다면 time-dependent weight(1/)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에

반해 해당 정보가 제한적이라면 연구 시작 시점에 설정한 fixed weight(1/π)

로 대체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Barlow는 ‘Case in sub-cohort before

failure’와 ‘Control in sub-cohort’에서 의 가중치를 갖는다. 여기서

는  시점에서의 전체-코호트의 대상자를 의미하고 는 t 시점에서의

부분-코호트 대상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점에서 와 에 모두

속하는 ‘Case in sub-cohort at failure time'와 만 해당하는 ’Case

outside sub-cohort at failure time'은 가중치 1을 갖는다. 다시 말해, 환자군

은 부분-코호트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사건 발생 시점에 1이라는 가중치가 주

어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Barlow 방법은 'weighted method'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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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환자-코호트 자료에서 생존곡선 추정을 위

한 제안 방법

3.1에서는 환자-코호트 설계에서 생존곡선을 그릴 때에 치우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중치를 적용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3.2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중치를 제안한다.

3.1 가중치를 이용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Kaplan-Meier 추정량 혹은 누적 한계 추정량(product limit estimator)은 개

개인의 생존시간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중도절단은 생존시간과 독립이라고 가

정한다 (김양진, 2013).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는 생존시간을 크기순으로 배

열한 후 (   ⋯ ),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표현한다.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는 시점 에서 사건을 가진 개체수를, 는 시점 에서의 위험개

체수를 의미한다.

 
 ≤ 






이러한 Kaplan-Meier 추정량을 환자-코호트 자료에 적용하면 과도하게 추

출된 환자군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추정에 치우침이 발생한다. 그러므

로 생존분석 중 Kaplan-Meier 추정량을 사용할 때에도 우도함수에 가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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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유사우도함수를 이용하여 생존율을 추정해야한다. 전체-코호트의 위험

그룹이 아니라 환자-코호트 데이터셋의 위험그룹을 대상만을 우도함수에 포함

하기 때문에 유사우도함수를 사용한다. 이러한 함수를 통해서 가중치를 이용

한 Kaplan-Meier 생존곡선을 그리게 되면 환자-코호트 자료에서도 특정 시점

의 생존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환자-코호트 자료에 그룹 변수가 있다면

그룹별 생존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우도함수를 적용한 weighted

Kaplan-Meier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 









∈




∈







이 때, 적용되는 가중치의 종류에 따라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은 시점마다

다른 생존율을 가진다. 예를 들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부분-코호트 밖의 환

자군인 경우에서 Prentice와 Barlow 방법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가 1로

부여되지만, Self & Prentice 방법에서는  가 0이기 때문에 카플란-마이

어 추정량에 기여하지 않는다. 또한, 부분-코호트 내의 대조군에 대해서

Barlow 방법은 를 로 설정하기 때문에 추정량의 분모가 Prentice

이나 Self & Prentice 방법에 비해 커지게 된다. 이는 사건 발생 이전의 부분-

코호트 내 환자군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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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type and timing
original
Barlow’s
(fixed)

modified
Barlow’s
(fixed)

modified
Barlow’s

(time-dep)
Case outside sub-cohort
   before failure 0 1 1

Case outside sub-cohort
   at failure 1 1 1

Case in sub-cohort
   before failure 1/π 0 0

Case in sub-cohort
   at failure 1 1 1

Control in sub-cohort 1/π 1/π 1/

3.2 Modified Barlow's method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Barlow 가중치를 단순화시킨 modified Barlow 방법

을 제안한다. 기존 방법은 전체-코호트를 반영한 위험그룹을 계산하기 위해

’Case in sub-cohort before failure'에 를 곱하여 전체-코호트의 환자군만

큼 추정량에 기여하는 대상자 수를 늘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odified Barlow 방법은 ‘Case outside sub-cohort before failure'를 위험그룹

에 포함하여 사건 발생 이전의 부분-코호트 밖 환자군도 반영하고자 한다. 이

는 기존의 Barlow 방법과 위험그룹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

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계산이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의 표 2는 기존의 Barlow 방법과 제안한 Barlow 방법의 사건 유형

별 가중치를 비교한 표이다.

표 2. Modified Barlow의 가중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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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모의실험

제 4장에서는 환자-코호트 데이터셋에서 전체 코호트에 비해 줄어든 대조군

으로 인한 치우침을 해결하기 위해 Prentice, Self & Prentice, Barlow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odified Barlow의 가중치 방법을 Kaplan-Meier 추정

량에 적용했다. 이를 통한 생존곡선으로 각각의 가중치가 적용된 weighted

Kaplan-Meier 추정량의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Kaplan-Meier 생존곡선과 제한적인 환자-코호트 데이터셋의 weighted

Kaplan-Meier 생존곡선을 비교하여 가중치의 정확도를 시각적으로 평가했다.

이 때, 부분-코호트 크기와 사건 발생률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

실험을 수행했다.

4.1 자료의 생성

본 논문에서는 모의실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가상의 자료인 생존 시

간 와 중도절단 시간 를 생성했다.

[1 단계] 모든 대상자의 와 를 각각  ∼  ,  ∼

  를 따르며 N=10,000인 자료를 발생했다. 본 연구에서 와 

는 0.5일 때를 고려하였고, 이때의 는 1로, 은 중도절단 비율이 0.1%,

0.5%, 1%, 3%에 해당하는 경험적(empirical)인 값으로 정의했다. 비율은 선

행연구에서 사용된 환자-코호트 역학연구의 관심사건 발생률을 바탕으로 설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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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1단계에서 생성된 와  중 작은 값을 관측된 생존 기간인 로

정의했다. 이 때, 가 보다 작다면 중도 절단되었으므로 중도절단 지시함

수인 가 1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가 보다 크다면 은 0이 된다.

[3 단계] 환자-코호트 설계에서 부분-코호트에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으며 전체 대상자가 부분-코호트에 포함될

확률은 1%, 3%, 5%, 10%로 설정했다.

    i f      
 i f      

4.2 모의실험 설계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4.1 자료의 생성’에서 언급한 단계에 따라 생성

된 자료를 이용했다. 이 때, weighted Kaplan-Meier 추정량에 여섯 가지 종류

의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되는 생존곡선으로 각 가중치의 정확도를 비

교하고자 한다. 여섯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실제 전체 코호트와 가장 유

사하게 생존율을 추정하는지 평가한다.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부분-코호트 크기와 사건 발생률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에 차이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모의실험을 위해 생성된 전체 표본은

10,000명이며 미리 설정한 사건 발생률인 0.1%, 0.5%, 1%, 3%에 따라 각각

10명, 50명, 100명, 300명의 환자 군이 정해졌다. 그리고 부분-코호트 크기는

1%, 3%, 5%, 10%으로 단순 무작위 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을 통해

각각 100명, 300명, 500명, 1,000명으로 정해졌다. 부분-코호트 크기와 사건 발

생률 값은 이전에 수행된 환자-코호트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설정했다. 주로

환자-코호트 연구는 발생률이 낮은 질병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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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건 발생률이 낮다. 부분-코호트 크기 또한 전체-코호트의 일부이므로

비율이 낮다. 총 16가지의 상황에서 언급된 여섯 가지 방법 중 적절한 가중치

를 알아보고자 한다.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은 R 프로그램 3.4.1 버전

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4.3 모의실험 결과

4.3.1 사건 발생률에 따른 결과

그림 2-1부터 2-4는 부분-코호트 크기가 전체 대상자의 1%, 3%, 5%, 10%

로 동일할 때, 사건 발생률이 0.1%, 0.5%, 1%, 3%로 각각 다른 경우의

weighted Kaplan-Meier 생존곡선을 비교한다. 다시 말해, 생성한 자료에

Prentice, Self & Prentice, Barlow의 방법 등으로 가중치가 적용된 유사우도

함수를 통해 Kaplan-Meier 생존곡선을 그려서 방법 별로 전체-코호트와의 정

확도를 비교한다.

그림 2-1부터 2-4에서는 사건 발생률의 대소 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서 Barlow의 방법에 비해 Prentice 혹은 Self & Prentice의 방법이 전체-코호

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Prentice의 방법이 'Control in

sub-cohort'에 대해 단순히 1이라는 가중치를 주어 위험 그룹에 대조군에 비

해 환자군의 비율이 너무 높게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Self & Prentice

방법은 부분-코호트 내의 환자군과 대조군만을 위험그룹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생존율이 약간 높게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전체-코호트나 Barlow의

방법에 비해 Prentice 방법은 생존곡선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Self & Prentice

방법은 생존곡선이 약간 높다. 또한 생존곡선을 확인하면 Prentice와 Sel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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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ate=0.1%, Sub-cohort size=1% Event rate=0.5%, Sub-cohort size=1%

Event rate=1%, Sub-cohort size=1% Event rate=3%, Sub-cohort size=1%

그림 2-1. Event rate = (0.1%, 0.5%, 1%, 3%) & Sub-cohort size = 1%의

세 가지 가중치 별 생존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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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ate=0.1%, Sub-cohort size=3% Event rate=0.5%, Sub-cohort size=3%

Event rate=1%, Sub-cohort size=3% Event rate=3%, Sub-cohort size =3%

그림 2-2. Event rate = (0.1%, 0.5%, 1%, 3%) & Sub-cohort size = 3%의

세 가지 가중치 별 생존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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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ate=0.1%, Sub-cohort size=5% Event rate=0.5%, Sub-cohort size=5%

Event rate=1%, Sub-cohort size =5% Event rate=3%, Sub-cohort size =5%

그림 2-3. Event rate = (0.1%, 0.5%, 1%, 3%) & Sub-cohort size = 5%의

세 가지 가중치 별 생존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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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ate=0.1%, Sub-cohort size=10% Event rate=0.5%, Sub-cohort size=10%

Event rate=1%, Sub-cohort size=10% Event rate=3%, Sub-cohort size=10%

그림 2-4. Event rate = (0.1%, 0.5%, 1%, 3%) & Sub-cohort size = 10%

의 세 가지 가중치 별 생존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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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tice 방법 간에도 차이가 있다. Prentice 방법은 ‘Case outside sub-cohort

at failure’에 가중치 값을 1로 부여하며 Self & Prentice 방법은 동일한 값에

가중치를 0으로 부여한다. 이로 인해 부분-코호트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군이

많을수록 두 방법에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부분-코호트의 크기가 작을수

록 두 방법을 적용한 생존곡선은 격차가 발생한다 (Therneau, 1999).

Barlow의 방법은 Prentice나 Self & Prentice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Case in

Sub-cohort at failure‘에 가중치 값이 1로 주어지지만 ‘Case in Sub-cohort

before failure’와 ‘Noncase in Sub-cohort ’에서 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정 시점에 중도절단 되지 않은 대상의 수를 전체 코호트와 부분-코호트의

비율에 맞춰 증가시킨다. 따라서 모의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인 그림 2-1부

터 2-4를 바탕으로 Prentice 혹은 Self & Prentice 방법에 비해 Barlow의 가

중치가 weighted Kaplan-Meier 생존곡선을 그리기에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1부터 2-4를 통해 동일한 부분-코호트 크기를 가진 대상자가

사건 발생률의 정도에 따라 각 가중치를 통해 추정된 생존곡선이 변화하는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1의 ‘Event rate =0.1%, Sub-cohort

size =1%’과 ‘Event rate = 3%, Sub-cohort size=1%’을 바탕으로 환자군이 전

체 10,000 명 중 0.1%인 10명인 경우에 비해 3%인 300명일 때, 즉 사건 발생

률이 높아질수록 가중치를 적용한 Kaplan-Meier 생존곡선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코호트를 적용한

Kaplan-Meier 생존곡선과 Prentice의 가중치를 적용한 Kaplan-Meier 생존곡

선의 격차가 커졌다. 그러므로 Barlow의 가중치 종류가 여전히 합리적으로 전

체-코호트를 반영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림 2-1부터 2-4를 종합해 보면

부분-코호트 크기가 동일할 때, 사건 발생률이 다른 경우에는 Barlow의 가중

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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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부분-코호트 크기에 따른 결과

그림 2-1과 2-2를 같은 사건 발생률 내에서 부분-코호트의 비율에 따라 재

배열하면 ‘4.3.1 사건 발생률에 따른 결과’의 결론과 동일하게 Barlow의 가중

치를 이용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이 전체-코호트를 최적으로 추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분-코호트 크기가 증가할수록 Prentice와 Self & Prentice의

방법이 전체-코호트를 유사하게 반영하지만, 여전히 Barlow의 방법들의 전체

-코호트 추정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 이는 부분-코호트 크기의 정도에 상관없

이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Barlow의 방법이 가

장 정확한지는 위의 그림을 통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다음 단계에서 해당 생

존곡선을 확대하여 이를 비교한다.

4.3.3 Barlow's methods를 적용한 생존곡선 패턴 비교

‘2.3 환자-코호트 자료에서 사용되는 가중치 방법’과 ‘3.2 Modified Barlow's

method'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Barlow의 가중치 방법은 여러 종류로 확장이

가능하다. 네 가지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한 지는 모의실험을 통해서 파악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1부터 2-4에서는 Barlow의 가중치 종류 별 정확

도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특정 확률에서만 생존곡선을 관찰하여 비교 및 평가

했다. 결과는 그림 3-1부터 3-4와 같으며 생존곡선의 배열은 부분-코호트 크

기 및 사건 발생률 별로 그림 2-1부터 2-4의 구성과 동일하다.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네 가지의 Barlow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이

지만, 이 중에서도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Barlow의 가중치가 가장 전체-코호

트 추정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 또한 modified Barlow 방법에 비하여 기존의

Barlow 방법이 전체-코호트의 패턴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생존시간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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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호트의 대상자 수와 부분-코호트의 대상자 수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상황에서는 기존의

Barlow's fixed weight을 이용하여 weighted Kaplan-Meier 생존곡선을 그리

는 것을 제안한다. 혹은 부분-코호트 크기가 작거나 사건 발생률이 3% 이하

로 낮을 때에는 modified Barlow 방법을 통해서도 추정 생존율이 실제 값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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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ate=0.1%, Sub-cohort size=1% Event rate=0.5%, Sub-cohort size=1%

Event rate=1%, Sub-cohort size=1% Event rate=3%, Sub-cohort size=1%

그림 3-1. Event rate = (0.1%, 0.5%, 1%, 3%) & Sub-cohort size = 1%

의 Barlow's methods를 적용한 생존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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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ate=0.1%, Sub-cohort size=3% Event rate=0.5%, Sub-cohort size=3%

Event rate=1%, Sub-cohort size=3% Event rate=3%, Sub-cohort size=3%

그림 3-2. Event rate = (0.1%, 0.5%, 1%, 3%) & Sub-cohort size = 3%

의 Barlow's methods를 적용한 생존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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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ate=0.1%, Sub-cohort size=5% Event rate=0.5%, Sub-cohort size=5%

Event rate=1%, Sub-cohort size=5% Event rate=3%, Sub-cohort size=5%

그림 3-3. Event rate = (0.1%, 0.5%, 1%, 3%) & Sub-cohort size = 5%

의 Barlow's methods를 적용한 생존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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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ate=0.1%, Sub-cohort size=10% Event rate=0.5%, Sub-cohort size=10%

Event rate=1%, Sub-cohort size=10% Event rate=3%, Sub-cohort size=10%

그림 3-4. Event rate = (0.1%, 0.5%, 1%, 3%) & Sub-cohort size = 10%

의 Barlow's methods를 적용한 생존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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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제 자료 적용

제 4장에서는 실제 자료인 한국인 암 예방 연구-II (Korean Cancer

Prevention Study-II, KCPS-II) 코호트를 이용하여 Prentice, Self & Prentice,

Barlow의 가중치를 적용한 Kaplan-Meier 생존곡선을 비교하고자 한다.

5.1 자료 설명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자료원인 한국인 암 예방 연구-II 코호트 자료는 전

국 18개의 병원 및 건강검진센터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84세 이하 성인 남녀 156,701명을 대상으로 구축된 코호트이다. 코

호트 대상자로부터 혈액검체 및 동의서를 수집했다. 이러한 한국인 암 예방

연구-II를 통해서 한국인의 암 및 심장병을 비롯한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등을 규명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한다. 해당 코호트에서는 대상자들의 질

병 발생과 사망 추적을 통하여, 대상 질환의 발생률 및 사망률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일부에서 유전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여 만성질환 예측모

형에서 예측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역학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양한 주제의 유전-역학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본 데

이터의 환자-코호트 데이터셋 구축 과정은 그림 5-1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본 데이터는 부분-코호트 크기가 전체 코호트의 3%이며 사건 발생률도 3%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자료 적용에서 다루는 한국인 암 예방 연구-II 데이터는 유전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전체 대상자가 아닌 일부에서만 해당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KCPS-II는 환자-코호트 설계



- 30 -

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전정보에 따른

그룹별 Kaplan-Meier 생존곡선을 그릴 때에도 가중치를 적용한 weighted

Kaplan-Meier를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하는 단일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중 뇌졸중에 유의한 SNP만 선정하여 유전위험점수

(Weighted Genetic Risk Score, WGRS)를 구축한다. 연속형 변수인 WGRS를

그룹화 하여 해당 그룹에 따른 weighted Kaplan-Meier 생존곡선을 비교하고

자 한다. 이 때, 실제 환자-코호트 셋을 사용했으므로 기준이 될 전체-코호트

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 3장 모의실험에서 KCPS-II의 자료와 유사한

시나리오인 ‘Event rate = 3%, Sub-cohort size=3%’에서 가장 우수하게 전체-

코호트를 추정한 Barlow's weight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Prentice와 Self &

Prentice의 방법을 적용한 생존 곡선의 패턴과 비교했다.

그림 4-1. KCPS-II의 환자-코호트 데이터셋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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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료 분석 결과

KCPS-II 자료에 Prentice, Self & Prentice, Barlow가 제안한 각 가중치 방

법을 적용하여 weighted Kaplan-Meier 생존곡선을 비교했다. 또한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modified Barlow 방법을 적용한 생존곡선도 추가하여 해당 방법

의 정확도를 판단했다. 생존곡선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모의실험과 마찬가

지로 Prentice의 방법의 환자-코호트 셋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이 과도

하게 포함되어 실제 생존율 보다 낮게 추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Self & Prentice의 방법은 부분-코호트의 환자군인 27명만 case-cohort set에

환자군으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의 생존율 보다 약간 높게 추정된다. 따라

서 부분-코호트 추출률에 역수를 취해 전체-코호트를 반영하는 Barlow의 방

법이 실제 생존곡선의 패턴을 적절하게 추정한다고 여겨진다. Modified

Barlow 방법 또한 기존의 Barlow 방법의 생존곡선과 매우 유사하므로 가중치

를 이용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생존곡선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Barlow의 방법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유전위험점수

그룹(WGRS group)에 따른 뇌졸중의 생존곡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존곡선에 따르면 WGRS가 1인 그룹에 비해 2가, 그리고 2에 비해 3이 생존

율이 낮으므로 WGRS가 높아질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커진다. Modified

Barlow를 통한 생존곡선에서도 동일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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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tice Self & Prentice

Original Barlow - fixed Modified Barlow - fixed 

그림 4-2. KCPS-II에 가중치를 이용한 카플란-마이어를 적용한 생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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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고찰

임상 혹은 역학 연구에서는 코호트 연구 설계를 특정 질병과 원인과의 관계

를 파악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한

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코호트의 형태를 변형시켜 대상자 중 일부만으로

도 질병과 원인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설계 방

법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환자-코호트 연구가 있다. 환자-코호트 방법은 전

체-코호트 중 일부 대상자만을 추적 관찰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경제적이

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자-코호트 연구는 기존의 코호트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

론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치우친 결과를 도출한다. 코호트 연구에서는 생존

분석을 위해 부분우도함수를 적용하여 생존율을 추정하지만 환자-코호트 연구

에서는 전체-코호트 내의 일부만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유사우도함수

를 적용하여 생존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코호트 설계와 방법론은

Prentice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Self & Prentice와 Barlow에 의해서 가중치 부

여 방법 및 분산 추정 과정이 발전되었다. 그리고 Therneau와 Onland-Moret

이 환자-코호트 설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종합하여 세 가중치 방법의 정확

도를 비교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콕스회귀분석에서 추정된 위험비 값을 비

교 및 평가하여 생존곡선에 대한 내용은 아직 언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의실험을 통해 여섯 가지의 weighted Kaplan-Meier 생존곡선 중 어

떤 방법이 가장 전체-코호트를 적절하게 추정하는 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

으로 실제 자료인 한국인 암 예방 연구-II에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했다.

본 논문은 모의실험을 통해 부분-코호트 크기와 사건 발생률의 정도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 여섯 가지의 가중치 방법을 적용했다. 이 결과, 사건 발생률

이 작을수록, 부분-코호트의 크기가 클수록 환자-코호트 설계의 생존곡선이

전체-코호트를 잘 추정함을 알 수 있다. 해당 방법들 중에서 Prentice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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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코호트 데이터셋에 환자군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Kaplan-Meier 생존

곡선을 적용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했다. 하지만 Barlow의 방법은 동일한 환자-

코호트 데이터셋에서 대조군에 가중치를 주어 전체-코호트를 반영함으로써 전

체-코호트를 추정하는 데에 적합했다.

이러한 Barlow의 방법은 부분-코호트 추출률의 역수가 시점에 따른 변화

여부에 맞추어 fixed와 time-dependent로 구분된다. 모의실험에서는 이러한 두

방법과 Barlow의 가중치를 더 단순화한 modified Barlow 방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전체-코호트를 잘 반영하지만, 여러 Barlow‘s methods 중

time-dependent weight이 가장 전체-코호트를 잘 추정함을 알 수 있었다. 물

론 연구 설계 단계에서 시점에 따른 전체-코호트 대상자 수와 부분-코호트

대상자 수를 파악한다면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하지만 해당 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fixed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설명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실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weighted Kaplan-Meier 생존곡선은 생존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매우 용이했다.

결론적으로 환자-코호트 자료처럼 일부의 대상자에 대한 정보만 있을 경우

에는 유사우도함수를 사용한 weighted Kaplan-Meier 추정량을 적용해야 한

다. 특히 가중치를 이용한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을 그릴 때에는 주어진 자

료의 부분-코호트 크기 및 사건 발생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에 일반적으로 전체-코호트를 잘 반영하는 Barlow의 가중치를 사

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코호트 자료에서 사용되는 가중치

를 소개하고 이를 비교 및 평가했다. 치우친 결과 해석을 피하기 위해 환자-

코호트 설계의 가중치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임상 및 역학 분야에서 매우 중

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소개한 가중치 이외에 추후 새

로운 방법을 통한 생존곡선 추정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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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Weighted Kaplan-Meier Estimator

in Case-Cohort Study

Kim, Sun Min

Dept. of Biostatistics and Comput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 case-cohort study presents an economical advantage since it builds a

sub-cohort and tracks events of interest only with a subset of the

full-cohort. However, applying the existing survival analysis methodology

using the partial likelihood function to the case-cohort design directly can

yield biased results. Therefore, the case-cohort design should estimate the

survival rate through the pseudo-likelihood function. The typical methods

are Prentice, Self & Prentice, and Barlow weights. However, prior

literatures on cohort study design have only focused on comparisons in

weighted Cox regression analysis, and has not yet examined the

comparison of the weighted Kaplan-Meier survival curves.

Thus, the current study compares the performance of the survival curves

drawn based on 'weighted Kaplan-Meier estimator' through simulation.

The results reveal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weights in the

general situation except for Prentice method, however, Barlow's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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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s the full-cohort most appropriately as the sub-cohort size is larger

and event occurrence rate is lower. Moreover, in the paper, we suggest ‘a

modified Barlow’ that simplifies the original Barlow method. In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Barlow method, the modified Barlow method appropriately

estimated the survival curve of the full-cohort when the sub-cohort size is

small or the event rate is low as 3% or less. It is recommended that

Barlow's weight is the most accurate method when drawing survival

curves in case-cohor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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