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x 비례위험모형

Cox의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은 시간-사건(사망)

데이터의 예측 모형을 만드는 통계분석 모듈입니다. 관측치(observations)는 독

립이어야 하며 위험 비율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비례 위험 가정’이 필요합

니다. Cox model은 여러 가지 교란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통제한 상태에

서 집단들 간의 생존율을 비교하는 경우, 혹은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생존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할 때 널리 쓰이는 다변수 모형으로, Rex에서는 시간비

종속 설명변수 외에도 시간종속 설명변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메뉴호출하기

• Rex > 생존분석 > Cox비례위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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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설정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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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요소 설명

① 시간변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를 전체변수로부터 선택

합니다. 반드시 양의 정수로 입력된 1개의 양적 변수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② 상태변수

시간변수에 해당하는 시점에서의 상태(사건 혹은 중도절단)에 해당하는 변

수를 전체변수로부터 선택합니다. 반드시 1개의 질적 변수가 선택되어야

하며, 이 질적변수는 0은 중도절단, 1은 사건을 나타내도록 입력되어야 합

니다. 

③ 시간비종속 설명변
수 > 질적변수

설명변수에 포함된 변수들의 유형을 지정해줍니다. 질적변수로 지정된 변

수는 문자로 인식되어 분석에 사용됩니다. 엑셀 시트 상에 가장 먼저 등장

하는 수준이 기저범주(reference)로 인식됩니다. 

④ 시간비종속 설명변
수 > 양적변수

설명변수에 포함된 변수들의 유형을 지정해줍니다. 문자형 변수는 선택될

수 없으며, 선택된 경우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질적변수에 지정된 변수와

중복되어 선택될 수 없습니다. 

⑤ 주효과

[질적변수]와 [양적변수]에서 유형이 지정된 변수를 1개 이상 선택한 상태

에서 [주효과]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변수들이 최종모형에 각각 주효과로

포함됩니다. 

⑥ 교호작용

[질적변수]와 [양적변수]에서 유형이 지정된 변수를 2개 이상 선택한 상태

에서 [교호작용]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변수들의 교호작용이 최종모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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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설정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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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요소 설명

⑦ 시간종속 설명변수
생성 및 추가 > 기준시간
변수

위험비(hazard ratio)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중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

수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를 지정합니다. 

⑧ 시간종속 설명변수
생성 및 추가 > 기준상태
변수

위험비(hazard ratio)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중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

수로 상태의 변화가 이분형(0은 기저범주, 1은 관심상태)으로 입력된 상태

에 해당하는 변수를 지정합니다. 

⑨ 신규변수명

[기준시간변수]와 [기준상태변수]가 설정된 경우, 사용자에 의해 신규변수

명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칸에 원하는 변수명을 입력한 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모형]에 추가됩니다. 

⑩ 최종모형

시간비종속 설명변수와 시간종속 설명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됩니다. 포함된

설명변수 중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한 뒤 [삭

제]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모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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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옵션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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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요소 설명

① 출력 > 회귀계수

• 신뢰구간 : 회귀계수 추정값의 신뢰구간을 출력합니다. 

• 신뢰수준 : [신뢰구간] 옵션이 선택되는 경우 활성화됩니다. 신뢰수

준은 0과 1 사이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뢰수준의 Default는

0.95입니다. 

• 지수 모수 추정값 : 회귀계수의 지수변환값을 출력합니다. 지수 모

수 추정값은 위험비(Hazard ratio)에 해당합니다. 

② 그래프 > 신뢰수준
그래프의 신뢰구간을 출력합니다. 신뢰수준은 0과 1 사이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뢰수준의 Default는 0.95입니다. 

③ 그래프 > 생존함수
생존함수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생존함수는 관심 사건이 𝑡시점까지 일

어나지 않을 확률, 즉 𝑡시점 이상 생존할 확률에 대한 함수입니다. 

④ 그래프 > 1-생존함수 1-생존함수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⑤ 그래프 > 로그생존함수 로그생존함수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⑥ 그래프 > 누적위험함수
누적위험함수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시간 𝑡에서의 단위 시간당 사건 발

생률을 뜻하는 위험(hazard)의 누적함수입니다. 

⑦ 출력 > 요약표 > 단순
Cox비례위험모형 추가

[변수설정] 탭에서 2개 이상의 설명변수가 최종모형에 포함된 경우 이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최종모형에 포함된 2개

이상의 설명변수에 대해 단순회귀모형을 적합한 회귀계수표가 출력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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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선택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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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요소 설명

① 변수선택

[변수설정] 탭에서 2개 이상의 설명변수가 최종모형에 포함된 경우 이 옵션

이 활성화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기반으로 최적의 모형에 해당하는 변수를 자동으로 선택합니

다. 최적의 모형은 Rex output의 Variable Sele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② 변수선택방법

[변수선택]을 선택한 경우 활성화됩니다. 다음 3가지 옵션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진선택법 (Default) : 상수항만 있는 모형에서 시작하여 최종모형에

선택된 설명변수들 중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부터 하

나씩 차례대로 추가하면서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후진선택법 : 최종모형에 선택된 설명변수들을 모두 포함된 모형에서

시작하여 종속변수에 가장 작은 영향력을 갖는 변수부터 하나씩 차례

대로 제거하면서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단계별선택법 : 상수항만 있는 모형에서 시작하여 최종모형에 선택된

설명변수들 중 하나씩 모형에 추가하면서 매번 모든 설명변수를 평가

하는 방식으로 전진선택법과 후진선택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

입니다. 

③ 고정변수

[변수설정] 탭에서 선택된 2개 이상의 변수가 나열된 설명변수 창에서 변수

선택과정과 상관없이 최종 모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변수들을 고정

변수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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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1. [변수설정] > [시간변수] > ‘time’ 지정

2. [변수설정] > [상태변수] > ‘status’ 지정

3. [변수설정] > [시간비종속 설명변수] > [질적변수] > ‘chemi’ 지정

> [주효과] 클릭

4. [변수설정] > [최종모형] > ‘chemi’ 추가 확인

5. [출력옵션] > [회귀계수] > [지수 모수 추정값] 체크

6. [출력옵션] > [그래프] > [신뢰수준] 체크 > 0.95 입력

7. [출력옵션] > [그래프] > [생존함수] 체크

8. [출력옵션] > [그래프] > [로그생존함수] 체크

9. [확인]

6Cox 비례위험모형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환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Cox 비례 위험 회귀 모형

을 적합하되, 질적변수로 그룹변수를 넣고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하는지 검정하라. 지수 모수 추정량과

데이터에 대한 생존함수 그래프와 로그생존함수도 출력하라. [데이터 : manual_data.xlsx >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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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tructure]

• No. of total observations : 전체 개체 수

• No. of used observations : 분석에 사용된 개체 수

• No. of used variable(s) :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

[Variable List]

• 분석에 사용된 개별 변수들의 유효개수(N.valid), 유효퍼센트(%.valid), 결측수(N.miss), 결측퍼센

트(%.miss)가 출력됩니다. 

[Analysis Description] 

• Time variable : [변수설정] > [시간변수] 지정 변수 (time)

• Event variable : [변수설정] > [상태변수] 지정 변수 (status)

• Model : [변수설정] > [최종모형]에 지정된 모형

• Time-independent explanatory variable : [변수설정] > [시간비종속 설명변수] 에 지정된 변수
(chemi)

• Variable selection : [변수선택] > [변수선택] 체크 여부 (적용 안함)

[Proportional Hazards Assumptions]

[Chi-squared Test]

•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p=0.9293로 chemi는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한다고 판단하고 분석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Graphical Checks]

• 가운데 선이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한다고 판단합니다. 

• 예제 – 결과창

7Cox 비례위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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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Coefficient Estimates from a regression]

• 하나의 독립변수가 고려된 단순 Cox 비례위험회귀모형 결과입니다. 

• 지수 모수 추정량은 2.4981로 추정되어, 화학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의 위험률이 더 높고 화학치료

받은 군 대비 사망할 확률이 약 2.4981배 (95% 신뢰구간: 0.9159, 6.8135) 만큼 증가하나,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p=0.0737). 

[Survival function]

• Kaplan-Meier 추정치를 생존함수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95% 신뢰구간을 포함하는 옵션을 표

시했으므로 신뢰구간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났습니다.

[Log Survival function]

• Kaplan-Meier 추정치를 로그 생존함수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95% 신뢰구간을 포함하는 옵션

을 표시했으므로 신뢰구간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났습니다

[Used R Packages]

• 본 분석에 사용된 R 패키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예제 – 결과창

8Cox 비례위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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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1. [변수설정] > [시간변수] > ‘추적시간’ 지정

2. [변수설정] > [상태변수] > ‘재흡연여부‘ 지정

3. [변수설정] > [시간비종속 설명변수] > [질적변수] > ‘방법‘ , ‘성별’, ‘인종‘, ‘고용여부‘, ‘흡연수준‘  지

정 > [주효과] 클릭

4. [변수설정] > [시간비종속 설명변수] > [양적변수] > ‘연령‘, ‘흡연기간’, ‘금연시도횟수‘, ‘최대금연기

간‘ 지정 > [주효과] 클릭

5. [변수설정] > [최종모형] > ‘방법‘, ‘연령’, ‘성별‘, ‘인종‘, ‘고용여부’, ‘흡연기간‘, ‘흡연수준‘, ‘금연시도

횟수‘, ‘최대금연기간‘ 추가 확인

9Cox 비례위험모형

재흡연에 대한 Cox 비례 위험 회귀 모형을 적합하되, 변수선택법 중 단계별선택법을 사용하라. [데이터 : 

manual_data.xlsx > 재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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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1. [출력옵션] > [회귀계수] > [지수 모수 추정값] 체크

2. [출력옵션] > [그래프] > [신뢰수준] 체크 > 0.95 입력

3. [출력옵션] > [요약표] > [단순Cox비례위험모형 추가] 체크

4. [변수선택] > [변수선택] 체크

5. [변수선택] > [변수선택방법] > [단계별선택법] 선택

6. [변수선택] > [고정변수] > ‘방법‘ 지정

7. [확인] 

10Cox 비례위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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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tructure]

• No. of total observations : 전체 개체 수

• No. of used observations : 분석에 사용된 개체 수

• No. of used variable(s) :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

[Variable List]

• 분석에 사용된 개별 변수들의 유효개수(N.valid), 유효퍼센트(%.valid), 결측수(N.miss), 결측퍼센

트(%.miss)가 출력됩니다. 

[Analysis Description] 

• Time variable : [변수설정] > [시간변수] 지정 변수 (추적시간)

• Event variable : [변수설정] > [상태변수] 지정 변수 (재흡연여부)

• Model : [변수설정] > [최종모형]에 지정된 모형

• Time-independent explanatory variable : [변수설정] > [시간비종속 설명변수] 에 지정된 변수
(chemi)

• Variable selection : [변수선택] > [변수선택] 체크 여부 (적용)

• Method for variable selection : [변수선택] > [변수선택방법] 지정 항목 (단계적 선택법)

• Fixed variable for variable selection : [변수선택] > [고정변수] 지정 항목 (방법)

• 예제 – 결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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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al Hazards Assumptions]

[Chi-squared Test]

•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 모든 변수에서 p>0.05이므로 모든 변수가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한다고 판단하고 분석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Graphical Checks]

• 가운데 선이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한다고 판단합니다. 

• 예제 – 결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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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al Checks]

• 각 변수별 그래프에서 모두 가운데 선이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한다고 판단합

니다. 

• 예제 – 결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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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ing Nonlinearity for Quantitative Variables]

• Martingale residual을 이용하여 로그변환된 양적변수의 선형성 가정을 체크합니다. 선형성 가정에

맞으면 Martigale residual의 값들이 0을 중심으로 평행하게 점이 찍혀 직선으로 보입니다. 

•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p-값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변수들이 있어서 변수선택의 필요

성을 볼 수 있습니다. 

• 예제 – 결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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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Coefficient Estimates from simple regression]

• 개별 독립변수가 고려된 단순 Cox 비례위험회귀모형 결과입니다. 

• 방법의 경우, Combination 대비 패치만 붙인 그룹의 재흡연 위험도가 1.7672배 (95% 신뢰구간 : 

1.1235, 2.7795)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p=0.0137). 

• 다른 변수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Results of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Coefficient Estimates from a regression]

• 여러 독립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다중 Cox 비례위험회귀모형 결과입니다. 

• 다른 변수가 보정된 상태에서 방법의 경우, Combination 대비 패치만 붙인 그룹의 재흡연 위험도가

1.7549배 (95% 신뢰구간 : 1.0980, 2.8048)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p=0.0187). 

• 다른 변수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 예제 – 결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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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election] 

[Process of Variable Selection]

• 단계적 선택법을 적용할 때 중간과정이 출력됩니다.

• 예제 – 결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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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Variable Selection]

• 초기모형에 단계적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적용한 결과, AIC 기준으로 방법, 고용여부, 연령, 

최대금연기간이 최종모형에 남았습니다. 

[Coefficient Estimates of the Final model]

• 변수선택법을 적용한 최종모형에 대한 결과입니다. 

• 고용여부, 연령, 최대금연기간이 방법의 경우, Combination 대비 패치만 붙인 그룹의 재흡연 위험도

가 1.7530배 (95% 신뢰구간 : 1.1102, 2.7681)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p=0.0160). 

• 다른 변수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Used R Packages]

• 본 분석에 사용된 R 패키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예제 – 결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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