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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막론하고 의료인들이 의학논문을 쓰는 데 가장 많이 쓰였던 통계 패키지
는 SPSS, SAS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free software인 R이 각광받고 있다. R은 free
software이면서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뛰어난 기능과 확장성, 미려한
그래픽 등을 제공하므로 의학논문을 쓰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나 명령어를 키보드
로 입력해야 하고 많은 명령어들을 기억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자는 의학논문에서 많이
쓰이는 여러 통계방법들을 자동화하고 클릭만으로 R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
자 환경을 개발하였다. 또한 자신의 컴퓨터에 R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 web-r.org 서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자신
의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무엇이든(윈도우즈, 매킨토시, 리눅스 등) 또는 아이패드와
같은 타블렛, 심지어는 스마트 폰으로도 접속하여 쉽게 통계 분석을 하고 바로 논문
출판 가능한 고화질의 그래프를 클릭만으로 그릴 수 있게 하였다. 단 인터넷 표준을
지원하는 웹브라우져를 사용해야 한다. (낮은 버젼의 explorer는 웹표준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구글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파이어폭스(firefox)등의 웹브라우져를
권장한다.)

2

제1장

클릭만으로 표 만들기

제1절

web-r.org 접속하기

제일 먼저 웹에서 하는 R통계 홈페이지인 web-r.org에 접속하자. 저자가 만든 웹에
서 하는 R통계는 R설치없이 웹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고 보다 R을
쉽게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 개발 및 Shiny app 공동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웹에서
하는 R통계는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다. 인터넷이 되는 어떤 컴퓨터도 가능하다.
또한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아이패드 등 타블렛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하여 통
계를 돌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웹에서 하는 R통계는 웹표준을 지킨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MS windows의 explorer 하위버젼은 웹표준을 지키지
않으므로 구글chrome이나 firefox, 또는 safari등의 웹표준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 화면은 구글 크롬으로 web-r.org에 처음 접속한 화면이다. 처음
접속한 경우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무료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준회원으로 일주일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
주일 이상 사용할 경우 서버운영을 위해 일정금액을 후원금으로 입금하면 정회원이
될 것을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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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웹에서 하는 R통계 초기 화면

화면 메뉴중 Servers 메뉴 중 서버선택을 누른다.

다음과 같이 화면이 바뀐다. 2016년 5월 현재 웹R에서 서비스되는 프로그램(어플리
케이션 또는 앱)은 모두 6개이다. 모두 6개의 서버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이중
하나의 서버를 골라 R통계 2.0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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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클릭만으로 표 만들기

잠시 기다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처음 접속시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몇 초 정도 기다리면 아랫부분에 표가 보이는데 표가 보이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표가 나타날 때까지 잠시만 서버에게 시간을 주자. 처음 시작시 영어로 되어 있으며
한국어를 원할 경우 한국어를 선택 할 수 있다(1). 화면 중간 부분에서(화살표) 데
이타를 선택하거나(2) 데이타 이름을 입력(3)하면 화면 아래부분에 데이타의 일부를
보여주는 표가 나타난다.

처음 실행되면 예제 데이타로 acs 가 선택되어 있다. acs는 저자가 만든 moonBook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성관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환자의 데이타
로 모두 857명의 자료이다. 데이타에 대한 도움말을 원할 경우 show help for data
체크박스(4)를 선택하여 도움말을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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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표만들기

표가 나타나면 화면 윗부분의 표만들기 메뉴를 선택한다(녹색 사각형부분). 그룹변
수로 Dx를 선택(1)하고 행변수추가부분에 age,sex를 선택한 후(2) 표만들기 버튼(3)
을 클릭한다. 아랫부분에 Dx를 그룹변수로 하고 age, sex를 행변수로 하는 표가 나타
난다. 환자의 나이(age)는 연속변수이므로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되고 성별은(sex)
범주형 자료이므로 관찰치(백분율)로 표시된다. 또한 해당하는 통계를 돌려 p값을
나타내주고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 하늘색으로 표시된다.(디폴트 값으로 옵션선택
중 coloring significant rows가 선택되어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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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p 값을 구하는 검정방법은 그룹변수가 이항변수일 경우(즉, 남/여, 치료군/대
조군 등 두 군으로 나눌 경우)에는 행변수가 연속형변수로 정규분포하는 경우에는
t-test를 실시하고 정규분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Wilcoxon Rank-Sum 검정을 실시
한다. 그룹변수가 세군이상인 경우(Dx의 경우 세개의 군으로 나누어진다.) 정규분포
하는 연속형변수는 anova, 정규분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Kruskal-Wallis Rank-Sum
검정을 실시한다.(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표 만드는데 지장은 없지만 논문 쓸때
무슨 검정을 했다고 써주어야 한다.) 범주형 자료는 카이제곱 검정과 Fisher’s 검정을
실시한다.

3.2

모든 변수 선택

일일이 행 변수를 클릭하기 번거로울때는 select all variables(1)를 선택한 후
표만들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가 그려진다.

그러면 데이타에 있는 모든 변수를 비교한 표가 그려지는데 별로 의미없는 자료도
포함되어 표가 너무 길어질수 있으므로 그때에는 행 변수 삭제에 빼고 싶은 변수를
선택하면 그 변수를 제외한 표가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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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sex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x
NSTEMI
STEMI
Unstable Angina
(N=153)
(N=304)
(N=400)
64.3 ± 12.3
62.1 ± 12.1
63.8 ± 11.0

Female
Male
cardiogenicShock
No
Yes
entry
Femoral
Radial
EF
height
weight
BMI
obesity
No
Yes
TC
LDLC
HDLC
TG
DM
No
Yes
HBP
No
Yes
smoking
Ex-smoker
Never
Smoker

50 (32.7%)
103 (67.3%)

84 (27.6%)
220 (72.4%)

153 (38.2%)
247 (61.8%)

149 (97.4%)
4 ( 2.6%)

256 (84.2%)
48 (15.8%)

400 (100.0%)
0 ( 0.0%)

58 (37.9%)
95 (62.1%)
55.0 ± 9.3
163.3 ± 8.2
64.3 ± 10.2
24.1 ± 3.2

133 (43.8%)
171 (56.2%)
52.4 ± 9.5
165.1 ± 8.2
65.7 ± 11.6
24.0 ± 3.3

121 (30.2%)
279 (69.8%)
59.2 ± 8.7
161.7 ± 9.7
64.5 ± 11.6
24.6 ± 3.4

106 (69.3%)
47 (30.7%)
193.7 ± 53.6
126.1 ± 44.7
38.9 ± 11.9
130.1 ± 88.5

209 (68.8%)
95 (31.2%)
183.2 ± 43.4
116.7 ± 39.5
38.5 ± 11.0
106.5 ± 72.0

252 (63.0%)
148 (37.0%)
183.5 ± 48.3
112.9 ± 40.4
37.8 ± 10.9
137.4 ± 101.6

96 (62.7%)
57 (37.3%)

208 (68.4%)
96 (31.6%)

249 (62.2%)
151 (37.8%)

62 (40.5%)
91 (59.5%)

150 (49.3%)
154 (50.7%)

144 (36.0%)
256 (64.0%)

42 (27.5%)
50 (32.7%)
61 (39.9%)

66 (21.7%)
97 (31.9%)
141 (46.4%)

96 (24.0%)
185 (46.2%)
119 (29.8%)

p
0.073
0.012
0.000
0.001
0.000
0.000
0.361
0.064
0.186
0.057
0.004
0.501
0.000
0.209
0.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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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체자료의 변수값 표시하기

두 군 또는 여러군 비교와 함께 전체자료를 보고 싶을 경우 화면 오른쪽의 show total
column을 체크하고(1) 왼쪽의 표만들기를 누르면(2) 전체 자료의 변수 값이 표시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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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차 그룹변수 선택

그룹변수를 두 개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환자를 먼저 진단명에 따라 세군으로
나누고 각각의 군을 다시 남여 성별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그룹변수(1)와
함께 2차그룹변수(2)를 선택하면 그림과 같은 표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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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속형 변수의 통계방법 선택

연속형 변수의 통계방법은 기본적으로 정규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처리를
한다. 이때에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된다.

정규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처리할 경우 중앙값(median)과 사분위수
(interquatile range)로 표시된다.

정규성 검정시행을 선택할 경우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여 정규분포하는 것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고 정규분포하지 않는 것은 중앙값과 사분위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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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범주형변수로 취급할 연속형변수의 고유값 개수

자료를 정리할 때 범주형 변수을 연속형변수처럼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
여를 “남”,“여” 또는 “Male”,“Female” 등으로 입력하지 않고 1, 2 등 숫자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경우 자료를 처리할때 남자가 몇 %, 여자가 몇 %등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것을 숫자로 처리하게 되면 평균 1.6이고 표준편차가 0.2라는 등의 결과가 나올수
있다. 예를 들어 1974년 Motor Trend라는 잡지에 나온 32개의 자동차의 데이타를
사용해보자. 데이타 (녹색사각형) 메뉴로 돌아가서 사용할 데이타를 입력하세요 부
분에 mtcars(1) 를 입력한 후 아래와 같은 표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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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들기 메뉴로 돌아가 그룹변수에 am을 선택하고(1), 행변수로 select all
variables를 선택해보자(2). 디폴트 값으로 범주형변수로 취급할 연속형 변수의
고유값 개수가 6으로 되어 있다(3).

표만들기 머튼을 누른 후 만들어진 표를 보면 cyl(실린더갯수)(1), gear(전진기어단
수)(2), carb(기화기갯수)(3)가 모두 범주형변수처럼 처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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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형변수로 취급할 연속형 변수의 고유값 개수를 2로 바꾸고 표만들기 버튼을 누
르면 표가 다시 그려지는데 cyl(실린더갯수), gear(전진기어단수), carb(기화기갯수)
가 모두 연속형 변수로 처리되어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나 있다.

만들어진 테이블을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로 다운로드하려면 download as Word버튼(3)을 누르고 파워포인트 파일로 다
운로드 받으려면 download as pptx버튼을 클릭하면 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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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테이블 다운로드 받기

download Report버튼을 클릭하면 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본 값으로는 html
형식으로 다운로드 되는데 Table-Report.html이름으로 다운로드 된다. 다운로드되
는 위치(1)는 자신의 컴퓨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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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고서/Plot 옵션 바꾸기

웹R에서 다운로드 되는 모든 보고서는 html 또는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림은 기본적으로 png형식으로 다운로드 된다. 다운로드 되는 보고서와 Plot
의 옵션은 보고서/Plot옵션에서 바꿀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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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Plot은 하나의 메뉴에서 각각 출력할 수도 있고 이 곳에서 한꺼번에 출력할
수도 있다. 하나의 데이타를 이용하여 여러 분석을 한 이후에 보고서에 포함할 내
용(1)에서 선택후 Download버튼(4)을 누르면 여러 분석 결과가 한꺼번에 다운로드
된다. 단, 여러 개의 데이타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 데이타 파일이 바뀌면 보고서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없다. pdf형식의 보고서를 출력하기를 원할 경우 보고서 형식 선
택(2)에서 pdf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선택한 형식으로 웹에서 하는 R통계의 모든
보고서가 다운로드 된다. LaTex 표 선택사항(3)은 보고서 형식을 LaTex로 선택할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표만들기에서 다운로드 되는 표가 길 경우(한 페이지를 넘는 경
우) longtable을 선택하면 되고 폭이 넓을 경우에는 sidewaystable을 선택하면 옆으로
길게 인쇄된다. 오른쪽의 Powerpoint format(5)에서는 파워포인트 파일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Plot옵션(6)에서는 플롯의 폭, 높이, 해상도, 단위(inch, cm, mm)
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웹R 에서 그려지는 대부분의 그래프는 ggplot2라는 R패키지
를 이용하여 그려지는데 Plot의 테마(7)를 정할 경우 Plot의 모양이 달라진다. 기본
테마는 few테마로 지정되어 있으나 원하는 테마로 변경 가능하다.

위의 그림은 같은 그림을 wsj(wall street journal에서 쓰는 테마)(왼쪽)와 economist
테마(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쓰는 테마)(오른쪽)를 적용했을 때의 모양이다. 일반적
으로 그림이 너무 화려하면 그림만 눈에 들어오고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너무 화려한 테마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논문에 제출할
그림은 칼라로 인쇄할 경우 별도의 인쇄비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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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인용정보

논문을 쓸 때 R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citation()

To cite R in publications use:
R Core Team (2015).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URL https://www.R-project.org/.
A BibTeX entry for LaTeX users is
@Manual{,
title =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author = {{R Core Team}},
organization =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address = {Vienna, Austria},
year = {2015},
url = {https://www.R-project.org/},
}
We have invested a lot of time and effort in creating R, please
cite it when using it for data analysis. See also
'citation("pkgname")' for citing R packages.

특정 패키지를 사용한 경우 그 패키지에 대한 인용정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gplot2 패키지로 플롯을 그렸을 때 인용정보는 다음과 같다.
citation("ggplot2")

To cite ggplot2 in publications, please use:
H. Wickham. ggplot2: Elegant Graphics for Data Analysis.
Springer-Verlag New York, 2009.
A BibTeX entry for LaTeX users is
@Book{,
author = {Hadley Wickham},
title = {ggplot2: Elegant Graphics for Data Analysis},
publisher = {Springer-Verlag New York},
year = {2009},

1 장 • 클릭만으로 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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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0-387-98140-6},
url = {http://had.co.nz/ggplot2/book},
}

저자가 만든 moonBook패키지의 인용정보는 다음과 같다.
citation("moonBook")

To cite moonBook in publications, please use:
Keon-Woong Moon. R statistics and graphs for medical papers.
Hannaare Seoul, 2015.
A BibTeX entry for LaTeX users is
@Book{,
author = {Keon_Woong Moon},
title = {R statistics and graphs for medical papers},
publisher = {Hannarae Seoul},
year = {2015},
isbn = {978-89-5566-179-8},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계분석을 하는데 사용한 모든 R패키지를 다 인용하지는 않
는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방법이 아닌 새로운 통계방법이나 통계방법을 특별히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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