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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구간중도절단된 생존자료의 비모수적 추정방법

보건학연구나 의학연구에서 생존시간(survival time) 또는 관심있는 질병의 발생시

간(failure time)이 직접 관찰되지 않고 구간(time interval)에서 관측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생존자료가 구간중도절단(interval censoring) 되었다고 하며 

이런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

태의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에 대해 생존함수를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는 로그-순위 검정

법 유형의 새로운 검정통계량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기존의 방법들과 비

교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임상자료에 적용하므로서 제안한 방법의 활용성을 알아보고

자 한다.

   구간중도절단된 생존자료에서 여러 집단간의 생존함수 비교를 위해 기존의 통

계량과는 다른 형태 즉 모든 시점에서 반복적인 생존율 계산을 필요치 않는 비모

수적인 새로운 검정통계량을 제안하 다. 이 통계량은 가중 로그-순위 검정법

(weighted log-rank test)에 기초한 방법이며 계산하기가 간편하며 또한 확장하기

가 매우 수월한 방법이다.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제안통계량의 수행능력을 살펴

봄과 동시에 기존의 Log-rank 통계량, Finkelstein(1986)의 Score 통계량들의 유의

수준과 검정력을 비교하 다. 아울러 실제 임상자료 (Finkelstein and Wolfe 1985, 

Breast Cosmesis Data; 연세 암센터의 Lung Cancer Postoperative Treatment 

Study Data)에 적용하 다.

시뮬레이션 연구결과 표본수가 50 혹은 100인 경우와 두 집단의 위험비가 1.0 혹은 

1.8, 3.0인 각 경우에서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에 우측중도절단율이 0%, 30%, 50% 포함된 

경우, Weibull 분포 위험함수의 형태모수를 0.5, 1.0, 2.0인 경우, 그리고 구간의 너비를 

2, 3, 5인 경우의 가능한 모든 조합에서 제안통계량이 유의수준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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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이 우수하 다. 특히 구간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한 경우의 로그-순위 검정법과 비교할 만한 검정력을 보 다. 그러나 

Finkelstein의 방법은 경험적 유의수준이 과대추정되는 경향을 보 다.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에 의한 제안통계량의 분산을 달리 추정한 경우와 위험함수의 비례성 가정

이 깨어지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연구결과에서도 제안검정법의 로버스트성(robustness)

을 확인하 다. 그리고 실제 임상자료에 적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Finkelstein의 방법과 유사한 검정통계량을 간편하게 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기존 연구접근과 달리 반복적 계산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특수한 생존자료 분석을 하는데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용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중 구간중도절단된 경우, 절단된 자료가 있는 경우, 절단된 자료와 구간중도

절단된 자료가 동시에 있는 경우, 구간중도절단되면서 중간사건(intermediate event)을 

포함하는 자료 경우 등에도 쉽게 적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이 되는 말 : 구간중도절단, 가중로그-순위 검정법, EM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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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1 연구배경

보건학연구나 임상연구에서 생존시간(survival time) 또는 관심 있는 질병의 발생시

간(failure time)이 직접 관찰되지 않고 구간(time interval)에서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질병에 대한 검사시점(inspection time)을 t j ( j=1,2,…)라고 하고 관심 있는 질

병의 실제 발생시간을 T라고 하면, 검사시점 t j-1에서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

았으나 t j에서 질병의 발생을 확인하 다면 실제 질병의 발생시간 T는 ( t j-1, t j ]구

간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생존자료가 구간중도절단(interval censoring) 되었다

고 한다.

t 1 t2 t j… … tm

(
↓

]

t j-1

T im e

T

0  =  t0

이러한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에서 관심있는 문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집단이 동

일한 생존분포(survival distribution)로부터 얻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확한 자

료나 우측중도절단(right censoring)된 자료에 대한 생존분포의 비교(Mantel and 

Haenszel, 1966)는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구간중도절단된 자료를 갖는 생존함수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Peto(1973)는 구간중도절단이 일어나고 절단(truncation)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Newton-Raphson 방법을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하 다.  

Turnbull(1976)은 자기일치(self-consistency)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간중도절단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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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일어나는 경우에 Kaplan-Meier의 일반화된 누적한계추정량(product limit 

estimator)을 제시하 다.  Finkelstein과 Wolfe(1985)는 반응시간(response time)과 공

변량(covariate) 사이의 결합확률을 이용하여 구간중도절단 자료의 회귀분석에 대한 준

모수적인(semi-parametric) 기법으로 생존함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또한 Finkelstein(1986)은 구간중도절단 자료에 대한 비례적 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제안하여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을 통하여 생존함수를 비교하

다.  이때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은 여러 생존함수의 비교를 위한 로그-순위 검

정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다.  De Gruttola와 Lagakos(1989)는 Turnbull의 개념을 다변

량(multivariate)의 경우로 확장하 다.  Frydman(1994)는 구간중도절단과 절단이 동시

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Turnbull에 의하여 제안된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

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Rabinowitz 등(1995)은 구간중도절단자료

에 대한 가속화실패시간모형(accelerated failure time model)을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Sun(1995)은 이중구간중도절단(double interval- 

censoring) 생존자료에서 잠복시간(incubation time)의 분포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Turnbull의 자기일치 알고리즘을 일반화하 다.  또한 Sun(1996)은 이중구간중도절단

된 생존자료에 대한 사망시간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로그-순위 

검정법을 일반화하 다.  Alioum과 Commerges(1996)는 Turnbull의 방법을 수정하고 

이를 회귀분석 모형으로 확장하 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통계량을 계산할 때 반복적 계산방법(ite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비교하게 되므로 통계량이 매우 복잡하고 계산상에 

번거로움을 수반한다.  따라서 생존자료의 형태가 복잡한 경우, 즉 이중구간중도절단된

(double interval-censored) 자료,  절단된(truncated) 자료,  공변량(covariate) 또는 매개

사건(intermediate event)을 포함하는 구간중도절단 자료와  대규모 장기간 코호트 자

료를 적용할 경우에 생존함수 비교를 위한 간단한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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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대표적인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연구

다음의 두 연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acquired immuno deficiency 

syndrome) 출현 이후,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생존함수 비교를 위한 대표적인 연구로

서 많은 후속 연구를 가능케 했다.  먼저 Finkelstein(1986)은 서로 다른 p (≥2) 개의 처

리들을 비교하기 위해 Cox(1972)의 비례위험모형에 기초한 Score 통계량을 제안하

다.  Finkelstein은 공변량 x  를 갖는 개체의 t 시간 이후 생존할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 

Cox 모형을 도입한 것이다.  여기서 공변량 x  는 서로 다른 p  개의 처리들을 구분 짓기 

위한 가변수(dummy variable) 이다.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전체 구간들의 합집합을 

먼저 서로 배반인 구간들의 합집합으로 표현하여 서로 배반인 각 구간의 경계점들만을 

포함하는 최소의 집합을 고려하 다.  이 최소의 집합에 m  개의 시점들이 포함되어 있

다고 가정하면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에 대한 가능 우도함수는 장애모수(nuisance 

parameter)인 m  개 지점에서의 기저생존함수(baseline survival function)와 공변량 효

과를 모수로 갖는 함수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p  개의 처리들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처리효과가 없다는 조건하에서 기저생존함수에 대한 제한 최대가능우도추정량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Score 통계량에 기초

한 검정법을 제안하 다.  한편, 이 Score 통계량은 검사하는 시점들 간의 간격을 충분히 

작게 할 때 우측중도절단된 자료의 생존함수를 비교하기 위한 검정법으로 잘 알려진 로

그-순위 통계량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상술한 기저생존함수

의 추정량은 Turnbull(1976)의 추정량과 같이 자기일치추정량이 되며 따라서 

Dempster, Laird and Rubin(1977)의 Expectation-Maximization(EM) 알고리즘을 사용

해서도 얻어질 수 있는데 m  의 값이 상당히 클 때 적절한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회수의 반복이 요구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Sun(1996, 1997)은 서로 다른 p  개의 처리집단들의 생존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공변

량을 고려하지 않은 비모수적인 검정법과 로지스틱모형에 기초한 준모수적인 검정법

을 각각 제안하 다.   Sun(1996)은 먼저 Turnbull(1976)과 Sun(1995)의 EM 알고리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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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써서 m 개 지점에서 기저생존함수를 추정하고 난 후 이를 가중치로 하여 서로 다

른 p개의 처리 비교에 대한 가중화된 로그-순위 통계량을 제안하 다.  한편, Sun(1997)

은 공변량 x  를 갖는 개체의 t 시간 이후 생존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Finkelstein(1986)

이 도입했던 Cox 비례위험모형 대신에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도입하 다.  

Turnbull(1976)과 Rucker and Messerer(1988)의 EM 알고리즘을 써서 m  개의 시점들

에서 기저생존함수에 대한 제한최대가능도추정량을 구한 후 Score 통계량에 기초한 검

정법을 제안하 다.

Finkelstein(1986)의 통계량과 Sun(1997)의 통계량은 점근적으로 동등하다. 특히, 우

측중도절단된 자료의 경우 Sun(1997)의 통계량은 로그-순위 검정법과 일치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Sun(1996, 1997)에서 기저생존함수의 추정을 위해 EM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m 의 값이 매우 클 때 Finkelstein(1986)에서와 같이 적절한 추정량을 얻기 위해

서는 많은 회수의 반복이 요구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1.3 연구의 필요성

Finkelstein(1986)과 Sun(1996, 1997)의 검정법들은 모두 기저생존함수에 대한 반복 

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크기가 큰 경우 수렴 해를 얻기까지 많은 계산시간

(computing time)을 필요로 한다. 한 예로 KMIC(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코호트 자료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무려 180,000명 정도인데 기존의 검정

법들을 이 자료에 적용한다면 무척 긴 계산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검정

법들이 갖고 있는 단점인 반복 해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보건학연구 또는 임

상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개체간의 뇌내출혈성 뇌졸중

(haemorrhage stroke) 질병발생 시점을 구간중도절단된 자료 형태로 추정하여 성별 연

령별 층화추출하여 50명의 구간생존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겹쳐지는 구간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간에 걸쳐 생존함수에 대한 장애모수를 추정하는 것에 대해 

통계적 검정의 간편성과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모든 구간이 겹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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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존의 로그-순위 검정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장애모수를 추정하는 것은 불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특수한 형태의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시점 혹은 HIV 감염시점부터 AIDS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의 잠복기간 등에 대한 AIDS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IV 감염시점에 대한 연

구에서는 연구시작 시점에서 HIV 양성을 가진 개체는 그 개체의 병력에 대한 후향적 연

구(retrospective study)를 통해 HIV 감염시점이 결정되어지며, HIV 음성을 가진 개체

는 계획된 검사계획에 따라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로부터 HIV 감염시점을 결

정하게 되는데 두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모두 구간중도절단된 형태를 띤다.  한편, 

잠복기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HIV 감염시점 뿐 아니라 AIDS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도 

모두 구간중도절단된 갖는 이중구간중도절단된(double interval-censored) 형태를 띤

다 (De Gruttola and Lagakos, 1989; Kim et al., 1993;  Sun, 1996).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AIDS 연구나 대규모 코호트 연구의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에

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여러 처리집단의 생존함수들을 비교하기 위한 검정법을 제안하

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와 동일한 문제를 다룬 기존의 검정법들과 

제안한 검정법을 서로 비교하고, 실제 임상자료를 통해 제안된 검정통계량의 적용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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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mputation inteval censored data for the onset of haemorrhage stroke in the 

KMIC study1)

1) KMIC 연구대상자중 지난 8년(19993-2000년) 동안 뇌내출혈성 뇌졸중(haemorrhage stroke, ICD 10 : I60-I62,  

Korea 298 질병분류체계 : 153)으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 942명의 퇴원일자로부터 성별 연령별 평균재원일

수(≈ 내원일수/실인원수)을 구하여 그 기간을 퇴원일자에서 빼준 입원일자를 질병발생시점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 50명을 층화추출하여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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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에서 여러 집단의 생존함수를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량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통계량은 계산의 간편성과 다양한 형태의 구조

중도절단된 자료에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하며 아울러 통계적인 효율성도 높

은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서로 다른 처리 집단의 생존함수 비교를 위해 새로운 

통계량을 제안한다.

둘째,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제안통계량의 경험적 유의수준과 검정력을 기존의 

로그-순위 통계량, Finkelstein의 Score 통계량과 비교하므로서 제안통계량의 

수행능력을 검토한다. 

 셋째, 실제 임상자료에 적용하여 제안 검정통계량의 타당성 및 활용성을 알아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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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방 법

어떤 사건 발생에 대한 생존시간을 추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임상연구에 있

어서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치료방법의 비교가 더욱 관심일 때가 많다. 구간중도절단

된 생존자료의 서로 다른 p(≥2) 개 처리집단의 생존함수를 비교하기 위해 기존에 사

용되고 있는 비모수적인 생존함수 비교 방법을 살펴보고 새로운 검정통계량을 제안하

고자 한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유의수준과 검정력 측면에서 제안한 검정법

과 기존의 검정법들 즉, 로그-순위 검정법, Finkelstein(1986)의 검정법들을 서로 비교하

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위험함수의 비례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안검정법의 수

행 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l 그룹(혹은 치료방법)의 생존함수 T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S l ( t) = Pr (T > t)   l=1,…,p ,

본 연구에서 귀무가설 H 0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에서 p  개 처리집단의 생존함수가 같

다는 다음의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H 0 : S 1(t) = … = Sp(t),   ∀t∈ (0, ∞)

2.1 기존의 검정법

2.1.1 로그-순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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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함수의 비례성 가정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우측중도

절단된 자료를 포함하는 경우 생존함수 비교를 위한 여러 비모수적 방법중 로그-순위 

검정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Peto and Peto, 1972). 이 방법은 사건 발생시점이 

정확히 관측된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사건의 발생이 t 1, t 2,… , t k에서 관측되었다고 

가정하자.   

t 1 t 2 … … t kt j

T im e
0

사건이 관측된 t j 시점마다 다음과 같은 분할표를 만들 수 있다. 즉, nlj

( l=1,…,p ,  j=1,…,k ) 는 시점 j 에서 위험에 노출된 사람중 그룹 l 에 속해있

는 인원수를 의미하며, d lj 는 시점 j 에서 사망한 사람중 그룹 l 에 속해있는 인원수를 

의미한다.  

Group

Number of
deaths

 at t j

Number of
survivors

 after t j
 Total

1 d 1j ― n 1j

⋯ ⋯ ⋯ ⋯

p d pj ― n pj

Total d j n j

로그-순위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Tl= ∑
k

j=1
(d lj - n lj

d j
n j
) 이고, T = (T 1,T 2,…,T p- 1 )

'
 으로 주어질 때, 

귀무가설 H 0  하에서 T
'
V̂
- 1
T  는 근사 χ

2
(p-1)  분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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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 = V̂ 1 +…+ V̂ m  는 T  의 분산추정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 V̂ j ) ll = nlj (n j-n lj)d j (nj-d j) / n
2
j (n j-1)                                      (1)

( V̂ j ) l 1l 2 =  - n l 1jn l 2j d j (n j-d j) / n
2
j (n j-1)                                     (2)

l= 1,…,p ;   l 1≠l 2 = 1,…,p ;   j= 1,…,m

2.1.2 Finkelstein의 검정

구간중도절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생존함수 비교 검정은 Finkelstein(1986)에 의

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임의 n  개체의 구간중도절단된 생존자료와 그 자료가 속한 

처리집단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관찰되었다고 가정하자. 

(Ai, x i),   i= 1,…,n

여기서 Ai= (Li, Ri] 는 환자의 사망이나 부품의 고장 같은 관심 있는 사건이 발

생한 것으로 알려진 구간이며, x i  는 p  개 처리집단을 구분하는 가변수 벡터이다.  특

히, Ri=∞  이면 우측중도절단된 자료를 의미하며, Li= Ri 인 자료는 정확하게 관측

된 자료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중도절단은 생존시간과 서로 독립임을 가정한다. 한

편, 관찰된 Li  들과 Ri 들을 모두 포함하는 시점들의 순서화된 최소집합을 

0 = s 0 < s 1 < … < s m+ 1 = ∞라 하고  EM 알고리즘을 써서 이들 각 

s j ( j=1,…,m) 에서의 기저생존함수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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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s0 s1 s2 sj… … sm Sm+1 = ∞

Tim e
0 = s0 s1 s2 sj… … sm Sm+1 = ∞

Tim e

위의 두 가정하에서 G( s | x ) = Pr (T> s | X= x )  라 할때, 다음과 같은 우도식을 

유도할 수 있다.

L = ∏
n

i=1
Pr (Ti∈Ai | Xi= x )

= ∏
n

i=1
[G(Li | x i) - G(Ri | x i)]                               (3)

따라서 i 번째 관찰치의 실제 기여 우도값 L  은 지시함수 α ij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 = ∑
m

j=1
α ij [G( s j-1 | x i ) - G( s j | x i )]

여기서, α ij =  {
1,  만약 ( s j-1, s j] ∈ Ai
0,  그렇지 않으면       이다.

그리고 비례위험 가정하에서 G(s j | x i ) =  G( s j)
exp ( x i β) 를 가정하면 우도함수 L  

은 β 와  γ j = log {- log G( s j)}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로그 우도함수 l 은 다음과 같

다. 

l =  ∑
n

i=1
log ∑

m

j=1
α ij { exp [-exp ( x iβ + γ j-1)] - exp[-exp( x iβ + γ j)]}

여기서, G 0= 1  이면 γ 0=-∞  이고 Gm= 0이면 γm=∞  이다. 

먼저 β = 0  인 경우의 γ  에 대한 제한우도추정치를 Turnbull(1976)의 방법에 의하

여 추정하고 이를 γ̂ 0  이라 정의하면, β = 0  에 대한 Score 검정통계량

U =
∂ log L

∂ β |
γ = γ 0̂

  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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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검정통계량은 로그-순위 검정법과 마찬가지로 각 개체별 관찰된 구간범위내

의 시점마다 사건발생수와 위험에 노출된 인원수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주는 의사계산

(pseudo counts) 방식을 취한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즉, ĝ j  를 s j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정의하고,

w
'
dij= α ij ĝ j /∑

n
α i n ĝ n  ,  w

'
rij= ∑

m

k≥j
α ik ĝ k /∑

n
α i n ĝ n  로 정의하면 Score 통계

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U = ∑
m

j=1[ ∑i∈F'j x i w rij log p̂ j - ∑
i∈D'j

x i w dij log p̂ j/ (1- p̂ j )]

여기서, F
'
j  은 s j 시점에서 위험집단, D

'
j  은 s j 시점에서 사건발생 집단으로 정의하고, 

p̂ j = Ĝ k / Ĝ k - 1 이며 제한 최대우도추정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구하 다. 그 외 반복의 해를 구하는 자기일치 추정량 (Turnbull, 1976)과 

EM 알고리즘(Dempster et al., 1977)으로 구할 수 있다 (부록1).

2.1.3 Sun의 검정

Sun의 검정법(1996)은 불연속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그-순위 검정법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 방법은 Finkelstein의 검정법(1986)을 로그-순

위 검정법에 그대로 적용시켰고, p̂ j  를  구함에 있어 제한 최대우도법보다는 

Turnbull(1976)이 제안한 EM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 그러므로 우측중도절단된 자료

의 로그-순위 검정에서 불필요한 반복 추정의 횟수를 크게 줄이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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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의 검정법(1997)은  식(3)의 우도함수를 로지스틱 모형에 적용하여 다음의 관계

식을 도출하 다.  먼저, λ( s j | x ) = Pr {T= s j | T≥s j, x }로 정의하자.

λ( s j | x )

1 - λ( s j | x )
= exp { ( x 'β) wj}

λ 0(s j )

1 - λ0(s j )  , 
η j = log {

G ( s j-1) - G ( s j )

G ( s j ) }

라 할때, G(s j | x) = ∏
j

k=1
[1 + exp {η k+( xβ)wk}]

- 1

 구할 수 있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Finkelstein 검정법(1986)의 d j, n j, d lj, d lj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 lj = ∑
l

i {α ij [ Ĝ ( sj ) - Ĝ ( sj+1 )] / ∑
m+ 1

u=1
α iu [ Ĝ ( su ) - Ĝ ( su+1 )]}

     n lj = ∑
m+ 1

r= j
∑
l

i {α ir [ Ĝ ( sr ) - Ĝ ( sr+ 1)] / ∑
m+ 1

u=1
α iu [ Ĝ ( su ) - Ĝ ( su+1 )]}

     d j = ∑
n

i=1 {α ij [ Ĝ ( sj ) - Ĝ ( sj+1 )] / ∑
m+ 1

u=1
α iu [ Ĝ ( su ) - Ĝ ( su+1 )]}

     n j = ∑
m+ 1

r= j
∑
n

i=1 {α ir [ Ĝ ( sr ) - Ĝ ( sr+1 )] / ∑
m+ 1

u=1
α iu [ Ĝ ( su ) - Ĝ ( su+1 )]}

Finkelstein의 Score 검정통계량처럼, p  그룹인 경우, β = 0  에 대한 검정통계량 

U
o 은 다음과 같다.

검정통계량 U o = (Uo1 , U
o
2,… , U

o
p-1 )

T

여기서, U
o
l = ∑

m

j=1
(d lj - d jn lj/n j ) ,  l=1,…,p-1이다.

검정통계량 U
o 는 귀무가설 H 0  하에서 U

oT
V̂
- 1
U
o 는 근사 χ

2
(p-1)  분포를 따

른다. V̂  는 U
o 의 분산추정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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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안검정법

2.2.1  로그-순위 유형의 검정

앞에서 살펴본 로그-순위 검정법, Finkelstein의 검정법 그리고 Sun의 검정법들의 기

본 원리와 특성 파악을 바탕으로 EM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는 즉 반복해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비모수적 검정법을 제안한다. 

먼저, δ i 는 우측중도절단 자료의 지시변수로 나타내고, δ i= 0  이면 우측중도절단

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Li와 Ri의 서로 다른 시점들을 순서화하여

0= s 0 < s 1 < … < sm=∞  로 정의하자. 이렇게 정의한 경우 i번째 관찰치의 생존시간

이 정확히 측정되었거나 우측으로 중도절단 되었다면 Li를 Li보다 작은 s j 들 가운데 

가장 큰 값으로 정의하고 Ri는 Li로 정의한다. 

각 관찰치에서 Ai에 포함되는 s j의 총 개수를 mi (≥1) 라 할때

mi = ∑
m

j=1
α ij 이다.  여기서 I j = ( s j-1 , s j ]라 정의하면, i 번째 관찰치의 구간중도

절단된 자료 Ai는 다음과 같이 서로 배반적인 사건집합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Ai = I i 1 ∪ I i 1+1 ∪ … ∪ I i 1+mi-1

각 관찰시점에서 구간 I j에 놓여질 확률이  0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집합을 의사사

건발생집합(pseudo failure set)이라하고 D j로 정의하며 또한 각 관찰시점에서 구간 

I j에서 위험노출의 확률이  0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집합을 의사위험노출집합(pseudo 

risk set)이라 하고 R j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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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귀무가설 H 0 하에서, 주어진 Ai 에서 i 번째 개체의 참 사건발생 시

점은 { s i 1, s i 1+1, …, s i 1+mi-1 } 공간에서 다음과 같이 균등하게 분포할 것임을 가정

한다.

Pr (Ti= s k | Ai ) = 1/mi ,  k = i 1, i 1+1,…, i 1+(mi-1)            (4)

위의 식(4) 가정을 전제로 Finkelstein의 가중치 계산방법을 반복해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wrij = Pr(Ti≥ s j | Ai, i=1,…,n ) = ∑
m

k= j
α ik / ∑

m

r=1
α ir  

wdij = Pr(Ti∈ I j | Ai, i=1,…,n ) = δ i α ij / ∑
m

r=1
α ir

그리고  Sun(1996)의 비모수적 방법처럼, 아래와 같이 d j, n j, d lj, d lj 를 구하여 

로그-순위 검정법에 적용할 수 있다.

d lj = ∑
l

i
w dij ,     n lj = ∑

l

i
w rij  

  d j = ∑
n

i=1
wdij ,     n j = ∑

n

i=1
wrij

여기서 ∑
l

i
은 l  번째 처리집단에 속한 관찰치들에 대한 합으로 정의한다.

우측중도절단된 자료의 경우, 위의 방식으로 d j, n j, d lj, n lj 을 구하면 로그-순

위 검정법에서 구한 값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검정법을 로그-순위 

유형(logrank-type)의 검정법이라 명명하 다.

제안검정법의 기본 아이디어를 쉽게 도시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Finkelstein(1986)과 Sun(1996, 1997)의 검정법에서 가중값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저생존

함수 추정량 차이와는 다른 형태의 가중값을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구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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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j 들의 수의 역수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므로서 이의 추정에 따른 불편함을 최

소화하고자 하 다.  

Obs. A1

(

]
( ]

0 1 2 3
t1

4 6 7 8 9

Obs. A2

Obs. A3

Obs. A4

Obs. B1

Obs. B2

Obs. B3

(

](

( ]
( ]

( ]
5
t2

time

■ ■ ■ ■ ■Sj ■

Obs. A1

(

]
( ]

0 1 2 3
t1

4 6 7 8 9

Obs. A2

Obs. A3

Obs. A4

Obs. B1

Obs. B2

Obs. B3

(

](

( ]
( ]

( ]
5
t2

time

■ ■ ■ ■ ■Sj ■

Figure 2.  Basic idea of risk set for the proposed test

위의 그림2는 가상적인 7명의 구간중도절단된 자료를 그린것이다. 4명은 A그룹이

고 나머지 3명은 B그룹에 속한다. 먼저 7명 전체의 구간의 Li 와 Ri 로부터 s j 를 

구축하고 임의의 관측시점 t 1 과 t 2 에서 각 그룹별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의 가중치

를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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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group subjects weight at risk set

t 1

A

A1
A2
A3
A4

1/2
2/3
3/5
0

B
B1
B2
B3

0
1/2
1

t 2

A

A1
A2
A3
A4

0
1/3
2/5
0

B
B1
B2
B3

0
2/2
0

이와 같이 각 관찰시점에서 각 개체의 동일한 가중값을 부여함으로서 

Finkelstein(1986)과 Sun(1996, 1997)의 검정법과 다른 반복해에 의존하지 않는 통계량

을 얻어낼 수 있다.  제안검정법의 통계량 U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검정통계량 U = (U 1,U 2,…,Up-1 )
T

여기서, Ul= ∑
m

j=1
(d lj - n lj

d j
n j
) ,  l = 1,…,p-1  이다.

귀무가설 H 0 하에서, χ
2
= U

T
Σ̂
- 1
U 는 근사 χ

2
(p-1) 분포를 따를 것이다. 

Σ̂ = Σ̂ 1 +…+ Σ̂m 는 U 의 분산추정치를 의미하며 각 시점 s j 에서 집단간 

기대 발생개체수들 간의 공분산으로 이루어진 p×p  공분산 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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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안 통계량의 분산-공분산 행렬 추정  

본 연구에서는 분산-공분산 행렬 Σ̂ 을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추정하 다. 

첫 번째는 d j, n j, d lj, n lj 를  로그-순위 검정법의 분산계산 식(1)과 식(2)를 이용하

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통계량의 분산-공분산을 추정할 수 있다. 

Var(d lj)≡ (σ j ) ll= n lj (n j-n lj)d j (n j-d j) / n
2
j (n j-1) .        l=1,…,p-1

Cov(d l 1j, d l 2j )≡ (σ j ) l 1 l 2 = -n l 1jn l 2j d j (n j-d j) / n
2
j (n j-1) ,  l 1≠l 2 = 1,…,p

또 다른 방법으로는 Rubin(1987)의 반복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이 방법은 그룹내와 그룹간의 분산추정을 구분하여 추정한 것으로 절차방

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 우선 우측중도절단된 자료는 그대로 사용하고, 구간중도절단된 i 번째 

관찰치의 완전한 사건발생 자료는 Ai 에 속한 s j 들 가운데 동일한 확

률,  즉 1 /mi 로 무작위 추출한다.

제2단계 : r 번째 반복 자료에서 로그-순위 검정통계량에 기초하여 U
( r ) 과

V̂
( r )
1 을  추정한다.  여기서 U

( r ) 은 r 번째 반복자료에서 Score 통

계량값이고, V̂
( r )
1 은 식(1)과 식(2) 처럼 계산된다.

제3단계 : 제1단계, 제2단계를 M (r=1,…,m) 반복후, 반복그룹간의 공분산

V̂ 2 을 추정한다. 여기서 V̂ 2 는 다음과 같다.

V̂ 2 = (1+ 1
M )

∑
M

r=1
[U

r
- U ] [U

r
- U ]

t

M-1

여기서 U = ∑
M

r= 1
U
r
/ 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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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정통계량 U 에 대한 전체 분산추정치 V̂ 는 다음과 같다.

V̂ = V̂ 1 + V̂ 2 ,

여기서 V̂ 1 =
1
M ∑

M

r=1
V̂ ( r )
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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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뮬레이션 연구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두 그룹간 생존함수 비교를 소표본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제1종 오류확률 α 와 검정력 1-β 측면에서 제안검정법의 수행능력을 살펴보고 기

존의 검정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건발생 시점 T 를 생존함수

S(x) = exp (-λx β ) I (x > 0) 와 위험함수 h(x) = βλ x β- 1I (x > 0) 인 Weibull 

분포로부터 생성하 다. 각 그룹에서 위험험수의 형태모수(shape parameter β )는 

0.5, 1.0, 2.0 값을 취하 고, 주어진 β 에 대해 사건발생 평균시간이  12가 되도록 척도

모수(scale parameter λ )를 결정하 다. 이때 두 그룹간의 위험비 rh 를 1.0, 1.8, 3.0

으로 달리하 다. 불연속 균등분포 {1, 2,…,B} 로부터 B 를 2, 3 혹은 5를 취하여 

두 난수 u 1 과 u 2 를 생성하여 다음과 같이 구간자료의 죄측값과 우측값을 얻었다.   

L = max {0, T-u 1 },     R = T+ u 2                                            (5)

우측중도절단 유무를 확인하는 지시변수 C (0 혹은 1)는 Bernoulli 분포로부터 생

성시키고 우측중도절단율 Cp를  0%, 30%, 50%의 경우를 고려하 다. 만약 C=1 이

면 우측중도절단이 없이 구간으로 자료가 관측되었다고 보고 식(5)으로부터 구간의 

좌․우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C=0 인 경우는 우측중도절단된  자료를 의미하고 

구간의 좌측값은 식(5)으로 구하고, 구간의 우측값은 ∞ 로 간주한다. 두 그룹간의 표

본수 n 1 과 n 2 는 동일하게 맞추고 전체 표본수 n 는 50과 100인 경우를 고려하

고, 반복수는 3000번으로 하 다.

제안검정법의 경험적 유의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두 그룹간의 위험비 rh= 1.0 으

로 고정시키고 β, B 그리고 Cp 간의 가능한 조합 27개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각각 

실시하 다. 그리고 제안검정법의 검정력은 rh=1.8 과 rh= 3.0 인 경우에 마찬

가지 가능한 조합 27개에 각각 실시하 다. 기존의 검정법과 제안검정법을 서로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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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로그-순위 검정법은 'LR' ,  Finkelstein의 Score 검정법(1986)은 'U' ,  제안

검정법 1은 'χ
2
' ,  제안검정법의 분산을 반복대체법으로 추정한 제안검정법 2는

'χ
2
MI' 로 표기하여 결과를 제시하 다. 본 시뮬레이션 연구는 Matlab언어로 프로그래

밍하여  North Carolina 대학의 UNIX 서버를 이용하여 실행하 다. 

Table 1. Scheme of simulation study

   Criteria   Condition value

   number of iteration   3000

   sample size (n= n 1+n 2 )   50,  100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β)   
  0.5,  1.0,  2.0

   hazard rate           (rh)   1.0,  1.8,  3.0

   depth                (B)   2,  3,  5

   right censoring       (Cp)   0%,  30%,  50%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계량의 로버스트성(robustness)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례위험

모형의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 즉 어느 일정 구간은 비례성을 따르고 어느 시점 이후로

는 서로 다른 부분지수 생존함수(piecewise exponential survival functions)를 갖는 다

음의 3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시행하 다 (남정모, 1991).

Configuration I

λ 1 ( t) = c 1Ι{ t≤ t 1} + c 2Ι{ t 3 < t≤ t 4} + c 3Ι{ t > t 4}

λ 2 ( t) = c 1Ι{ t≤ t 1} + c 2Ι{ t 1 < t≤ t 2} + c 3Ι{ t > t 4}

Configura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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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3 ( t) = c 1Ι{ t≤ t 1} + c 2Ι{ t > t 2}

λ 4 ( t) = c 2Ι{ t≤ t 1} + c 2Ι{ t > t 2}

Configuration III

λ 5 ( t) = c 1Ι{ t≤ t 1} + c 2Ι{ t > t 1}

λ 6 ( t) = c 1Ι{ t≤ t 1} + c 3Ι{ t > t 1}

위의 식을 도시화하면 다음과 같다.

t1 t2 t4

t
0

1

t3

S(t)

S2(•)

S1(•)

t1 t2 t4

t
0

1

t3

S(t)

S2(•)

S1(•)

Figure 3.1 Survival functions associated with configura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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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

1

t2

t

S(t)

S4(•)

S3(•)

t10

1

t2

t

S(t)

S4(•)

S3(•)

Figure 3.2 Survival functions associated with configuration II

t10

1

t

S(t)

S5(•)

S6(•)

t10

1

t

S(t)

S5(•)

S6(•)

Figure 3.3 Survival functions associated with configuration III

실제 시뮬레이션 연구에 있어서는 편의상  두 그룹의 생존함수 비교를 위한 자료의 

형태(configuration) I, II, III 별로 모수들의 값 c i 와 t i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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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c i value  t i value

I

c 1 = 0.045

c 2 = 0.225

c 3 = 0.135

t 1 = 5

t 2 = 7

t 3 = 9

t 4 = 11

II
c 1 = 0.07

c 2 = 0.10

t 1 = 5

t 2 = 8

III

c 1 = 0.10

c 2 = 0.05

c 3 = 0.20

t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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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고안된 제안통계량 1 χ
2 과 제안통계량 2 χ

2
MI 을 기존의 

Finkelstein(1986)의 통계량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임상자료를 이용한다.

2.4.1 Breast Cosmesis 

이 자료는 Finkelstein & Wolfe (1985)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 수록된 구간중도절단된 

자료로 많은 후속 연구를 가능케 한 실제 임상자료이다. Breast cancer로 조기 진단된 94

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치료방법, 임상검진 방문일자를 확인하여 ‘breast 

retraction’ 출현을 기준으로 구간중도절단 자료를 구축하 다 (표 2). 구간중도절단된 

자료 내에 우측중도절단이 약 40%를 포함하고 있다.     

Table 2. Interval of cosmetic deterioration (retraction) for early breast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radiotherapy and chemotheraphy vs.       
radiotherapy alone                                      

        unit : month

Radiotherapy

(n=46)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n=48)

(45, _]¶

(6, 10]

(0, 7]

(46, _]

(46, _]

(7, 16]

(17, _]

(7, 14]

(37, 44]

(0, 8]

(4, 11]

(15, _]

(11, 15]

(22, _]

(46, _]

(46, _]

(25, 37]

(46, _]

(26, 40]

(46, _]

(27, 34]

(36, 44]

(46, _]

(36, 48]

(37, _]

(40, _]

(17, 25]

(46, _]

(11, 18]

(38, _]

(5, 12]

(37, _]

(0, 5]

(18, _]

(24, _]

(36, _]

(5, 11]

(19, 35]

(17, 25]

(24, _]

(32, _]

(33, _]

(19, 26]

(37, _]

(34, _]

(36, _]

(8, 12]

(0, 22]

(24, 31]

(17, 27]

(17, 23]

(24, 30]

(16, 24]

(13, _]

(11, 13]

(16, 20]

(18, 25]

(17, 26]

(32, _]

(23, _]

(44, 48]

(14, 17]

(0, 5]

(5, 8]

(12, 20]

(11, _]

(33, 40]

(31, _]

(13, 39]

(19, 32]

(34, _]

(13, _]

(16, 24]

(35, _]

(15, 22]

(11, 17]

(22, 32]

(10, 35]

(30, 34]

(13, _]

(10, 17]

(8, 21]

(4, 9]

(11, _]

(14, 19]

(4, 8]

(34, _]

(30, 36]

(18, 24]

(16, 60]

(35, 39]

(21, _]

(11, 20]

(48, _]

¶ : 구간의 우측값이 "_"로 표시된 경우는 우측중도절단된 관측치를 의미한다.

위의 자료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와 우측중도절단된 자료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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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ype of interval-censored data for the breast cosmesis study   

2.4.2 Lung Cancer Postoperative Treatment

본 연구는 1990년 9월에서 1993년 3월까지 연세 암센터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절

제술후 보조적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 80명중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재발되지 않

은 최후의 검진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999년 9월까

지 재발시점(onset of relapse)에 대한 생존분석을 실시하 다.

치료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절제술후 보조 방사선요법만 받은 환자는 30명이었고, 

절제술후 보조 화학방사선 병용치료를 받은 환자는 28명이었다.  두 그룹간의 환자특성

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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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ient's characteristics of lung cancer postoperative treatment data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s (%)

p-value*
Total OP+RTx

†
 OP+CTx+RTx

†

n 58(100) 30(51.7) 28(48.3)

Age (years)
   ＜60
   ≥60

   Range
   Median

36(62.1)
22(37.9)

38∼73
57.5

21(70.0)
9(30.0)

42∼70
55.5

15(53.6)
13(46.4)

38∼73
58.5

0.3088

0.1570¶

Sex
   Male
   Female

44(75.9)
14(24.1)

23(76.7)
7(23.3)

21(75.0)
7(25.0)

1.0000

Pathology
   Squamous
   Non-squamous

34(58.6)
24(41.4)

18(60.0)
12(40.0)

16(57.1)
12(42.9)

1.0000

Stage
   II
   III

19(32.8)
39(67.2)

11(36.7)
19(63.3)

8(28.6)
20(71.4)

0.7066

Tumor size (cm)
   ＜5 
   ≥5 

26(45.6)
31(54.4)

14(46.7)
16(53.3)

12(44.4)
15(55.6)

1.0000

Surgery type
   Partial resection
   Total resection

20(35.1)
37(64.9)

10(33.3)
20(66.7)

10(37.0)
17(63.0)

0.9883

†: OP : operation,   RTx : radiotherapy,   CTx : chemotherapy

* : Yate's correction test,      ¶ : t-test

두 그룹간의 환자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그룹

에서 각 개체의 구간중도절단된 자료는 표 4와 같고 그림 5처럼 분류될 수 있다. 구간중

도절단된 자료 내에 우측중도절단이 약 40%를 포함하고 있다.  

두 그룹간의 재발시점(onset of relapse)에 대한 생존함수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의 

두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conventional analysis이며 이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

의 우측값을 재발에 대한 생존시간의 관찰값으로 간주하고  로그-순위 검정법에 의한 

생존함수를 비교하는 방법이고 interval-censored analysis는 재발 발생시점을 구간내

로 간주하고 제안검정법을 이용하여 생존함수 비교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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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관심은 폐암 절제술후 방사선요법만 받는 환자군에 비해 보조적으로  

화학요법을 병용치료 받은 환자군이 얼마나 재발시점을 연장하느냐에 있다.  

Table 4. Interval of recurrence for post operation lung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radiotherapy and chemotheraphy vs. radiotherapy alone

                         unit : month

Radiotherapy

(n=30)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n=28)

(12, 14]

(2, 4]

(1, 3]

(39, _]

(2, 4]

(12, 13]

(4, 6]

(5, 7]

(6, 8]

(4, 6]

(9, 14]

(26, _]¶

(26, _]

(5, 8]

(0, 1]

(0, 4]

(23, _]

(21, _]

(20, _]

(17, _]

(4, 7]

(17, _]

(4, 7]

(37, _]

(28, 31]

(32, _]

(26, 29]

(24, _]

(21, _]

(20, _]

(48, _]

(0, 7]

(18, 20]

(18, 21]

(2, 5]

(2, 4]

(0, 1]

(1, 2]

(13, 15]

(30, _]

(3, 6]

(9, 12]

(23, _]

(1, 3]

(2, 4]

(3, 4]

(22, _]

(21, _]

(11, 13]

(2, 3]

(15, _]

(8, 9]

(5, 6]

(17, _]

(40, _]

(26, _]

(20, _]

(13, 16]

¶ : 구간의 우측값이 "_"로 표시된 경우는 우측중도절단된 관측치를 의미한다.

Time

Obs

4 명

L1
↓

R1
↓

L2
↓

t0=Date of operation

L3 = 0
R3
↓

R2 = ∞

Recur
▼

Recur
▼

23 명

31 명

tfin=End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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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

L1
↓

R1
↓

L2
↓

t0=Date of operation

L3 = 0
R3
↓

R2 = ∞

Recur
▼

Recur
▼

23 명

31 명

tfin=End of study

Figure 5. Type of interval-censored data for lung cancer postoperative

                treatm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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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결 과

3.1 시뮬레이션 연구

제안검정법의 배경적인 목적에 따라 로그-순위 검정법, Finkelstein(1986)의 Score 

검정법, 제안검정법 1 그리고 제안검정법 2를 비교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정리하 다. 

여기서 로그-순위 검정은 구간중도절단된 자료 대신 정확한 발생시점과 우측중도절단

된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한 경우를 의미한다. 먼저, 귀무가설하에서 소표본 n=50 혹

은 100 에서 유의수준 α = 5% 하에서 전체 3000번 반복을 했을때 귀무가설 H 0

를 기각하는 횟수 즉 경험적 크기를 표 5와 표 6에 각각 정리하 다. 그리고 유의수준

α = 1% 와 10% 의 결과는 따로 부표 1∼부표 4에 제시하 다. 대립가설 H 1 하

에서 3000번의 반복에서 H 0 를 기각하는 횟수 즉 경험적 검정력을 표 7과 표 8 그리고 

부표 5∼부표 8에 각각 요약하 다. 

표 5에서 n=50 인 경우의 경험적 유의수준 크기는 로그-순위 검정법, 제안검정

법 1 그리고 제안검정법 2에서는 β, Cp 그리고 B 에 관계없이 거의 모두가 유의수

준 ± 표본오차 내에서 놓여서 만족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안통계량의 분산을 추정하는 

두가지 방법 모두에서 유의수준이 만족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inkelstein(1986)의 

Score 검정법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과대추정치를 보여 유의수준을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n=100 인 경우에서 더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표 6).

유의수준이 만족되지 않는 Finkelstein(1986)의 Score 검정법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검정법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표에서 같이 제시하 다. n=50 인 경우, 

제안검정법 1은 로그-순위 검정법과 거의 유사한 검정력을 보이고 있지만 반복대체법

을 사용한 제안검정법 2는 좀 떨어지는 검정력을 보이고 있으나 (표 7), n=100 인 경

우에서는 세 검정법의 검정력 차이가 줄어듬을 알 수 있다 (표 8). 

표 8을 보면, 세 검정법 간의 검정력 차이는 우측중도 절단율 Cp 가 증가할수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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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며, 위험함수의 비 rh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구간중도절단 

자료의 폭 B 가 증가하면 검정력 차이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세 검정법 각각에 있

어 두 그룹간의 생존함수 불일치 파악 정도에 향이 있는 우측중도 절단율 Cp 가 증

가할수록 검정력은 모두 감소하고 그리고 rh 가 증가할수록 검정력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표 8).

위험함수의 비례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의 유의수준 α 에 따른 로그-순위 검정법

과 제안검정법 1, 2간의 검정력을 비교하 다 (표9,  표10). 비례성이 위배되는 가상적인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형태 I, II, III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에 따라 우측중도 절단

율 Cp 와 구간중도절단 자료의 폭 B 에 따른 세 방법간의 검정력 변화를 살펴 보면 

모든 경우에서 세 방법 모두 Cp 가 증가하면 검정력은 감소하 다. 자료 형태 I과 III

의 경우 n , Cp 그리고 B 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경우에서 두가지 제안검정법의 

검정력이 로그-순위 검정법보다 높은 반면 자료 형태 II의 경우는 반대로 로그-순위 검

정법이 높았다. 그러나 n= 100 인 경우에 모든 경우에서는 제안검정법 2의 검정력이 

제안검정법 1의 검정력보다 높게 나왔다.             

 



- 31 -

Table 5. Empirical size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05 and n=50

β Cp

B
2 3 5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0.5

0.0 .056 .071 .055 .058 .058 .071 .055 .055 .059 .070 .053 .049

0.3 .055 .066 .051 .053 .055 .066 .054 .054 .050 .062 .047 .046

0.5 .052 .068 .050 .052 .056 .073 .056 .057 .047 .061 .044 .042

1.0

0.0 .057 .067 .056 .058 .053 .061 .053 .055 .059 .067 .053 .052

0.3 .063 .077 .060 .067 .046 .058 .045 .046 .053 .062 .054 .053

0.5 .050 .062 .050 .052 .055 .072 .055 .058 .058 .076 .057 .057

2.0

0.0 .058 .070 .053 .053 .057 .063 .048 .047 .051 .066 .038 .032

0.3 .057 .073 .053 .056 .057 .071 .051 .050 .053 .066 .044 .038

0.5 .052 .069 .048 .051 .054 .070 .050 .049 .055 .072 .052 .045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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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mpirical size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05 and n=100

β Cp

B
2 3 5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0.5

0.0 .053 .057 .048 .050 .047 .056 .045 .045 .055 .059 .045 .045

0.3 .049 .057 .048 .050 .051 .059 .048 .051 .052 .060 .048 .049

0.5 .057 .068 .057 .059 .054 .060 .052 .054 .046 .053 .042 .043

1.0

0.0 .049 .054 .048 .051 .052 .059 .050 .053 .048 .056 .045 .047

0.3 .054 .064 .054 .058 .047 .057 .047 .051 .046 .055 .044 .046

0.5 .053 .063 .052 .054 .053 .063 .052 .055 .051 .060 .048 .050

2.0

0.0 .057 .060 .052 .055 .057 .064 .050 .051 .052 .060 .042 .040

0.3 .054 .058 .052 .054 .049 .062 .047 .048 .049 .064 .042 .042

0.5 .055 .067 .055 .057 .048 .061 .046 .050 .058 .068 .053 .053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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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mpirical power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05 and n= 50

β Cp rh

B
2 3 5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0.5

0.0
1.8 .519 .544 .499 .492 .525 .552 .496 .474 .530 .544 .474 .430

3.0 .959 .956 .945 .931 .955 .951 .934 .904 .953 .945 .911 .832

0.3
1.8 .381 .429 .378 .370 .376 .426 .378 .358 .396 .448 .383 .341

3.0 .839 .881 .849 .816 .850 .880 .848 .785 .864 .883 .841 .712

0.5
1.8 .285 .349 .290 .278 .309 .368 .309 .292 .293 .355 .294 .257

3.0 .714 .810 .730 .669 .711 .812 .729 .637 .704 .806 .709 .533

1.0

0.0
1.8 .532 .565 .528 .535 .540 .564 .526 .531 .520 .550 .497 .486

3.0 .960 .968 .959 .960 .961 .969 .958 .956 .954 .961 .945 .934

0.3
1.8 .389 .424 .386 .392 .402 .438 .395 .399 .375 .411 .364 .355

3.0 .851 .873 .848 .848 .869 .891 .865 .860 .841 .871 .829 .798

0.5
1.8 .281 .332 .285 .289 .287 .340 .284 .283 .303 .353 .299 .285

3.0 .707 .749 .702 .696 .717 .764 .716 .701 .701 .755 .695 .653

2.0

0.0
1.8 .526 .559 .517 .520 .520 .548 .493 .484 .526 .542 .458 .405

3.0 .956 .964 .952 .953 .952 .958 .944 .940 .958 .960 .933 .912

0.3
1.8 .392 .426 .377 .379 .416 .444 .393 .382 .402 .434 .364 .317

3.0 .848 .873 .841 .838 .861 .881 .853 .840 .854 .868 .823 .772

0.5
1.8 .294 .345 .289 .283 .306 .345 .295 .284 .291 .348 .272 .227

3.0 .709 .757 .706 .693 .703 .754 .692 .667 .704 .759 .673 .599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rh : ratio of hazard function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
2
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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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mpirical power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05 and n=100

β Cp rh

B
2 3 5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0.5

0.0
1.8 .820 .824 .803 .803 .817 .819 .795 .793 .814 .811 .765 .756

3.0 1.00 1.00 1.00 1.00 1.00 1.00 .999 .999 .999 .999 .998 .997

0.3
1.8 .668 .705 .674 .675 .677 .699 .674 .669 .659 .688 .651 .646

3.0 .990 .994 .991 .990 .991 .994 .992 .991 .989 .994 .989 .983

0.5
1.8 .514 .571 .521 .521 .524 .584 .530 .527 .527 .590 .531 .523

3.0 .939 .970 .951 .947 .950 .972 .955 .950 .948 .976 .954 .946

1.0

0.0
1.8 .822 .836 .817 .823 .816 .827 .806 .810 .822 .830 .802 .805

3.0 .999 1.00 .999 .999 1.00 1.00 1.00 1.00 .999 1.00 .999 .999

0.3
1.8 .648 .674 .647 .652 .668 .687 .665 .668 .670 .693 .658 .661

3.0 .989 .992 .990 .990 .990 .992 .990 .989 .987 .989 .986 .986

0.5
1.8 .516 .553 .513 .520 .512 .546 .512 .514 .515 .553 .505 .505

3.0 .950 .959 .948 .948 .943 .960 .944 .943 .947 .963 .945 .943

2.0

0.0
1.8 .815 .822 .804 .807 .811 .824 .792 .794 .822 .834 .785 .773

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9 .999

0.3
1.8 .664 .694 .658 .662 .663 .694 .655 .654 .673 .702 .635 .623

3.0 .992 .993 .991 .991 .993 .994 .991 .990 .991 .992 .985 .983

0.5
1.8 .526 .567 .518 .521 .513 .560 .493 .495 .527 .569 .506 .496

3.0 .947 .961 .945 .944 .947 .954 .941 .939 .944 .960 .936 .928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rh : ratio of hazard function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
2
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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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mpirical power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n= 50

Configuration Cp α

B
2 3 5

LR U χ
2 χ2MI LR U χ

2 χ2MI LR U χ
2 χ2MI

I

0.0

0.01 .164 .217 .176 .172 .166 .259 .186 .168 .169 .337 .193 .129

0.05 .321 .383 .335 .348 .322 .433 .351 .359 .316 .525 .352 .338

0.10 .424 .482 .437 .453 .428 .542 .460 .473 .418 .631 .468 .472

0.3

0.01 .118 .151 .118 .113 .116 .160 .124 .108 .106 .199 .123 .076

0.05 .261 .298 .257 .265 .241 .307 .254 .257 .239 .364 .278 .259

0.10 .364 .404 .365 .378 .342 .406 .357 .366 .338 .465 .391 .394

0.5

0.01 .079 .106 .079 .066 .083 .113 .086 .066 .087 .146 .100 .055

0.05 .194 .228 .190 .192 .191 .232 .194 .190 .197 .274 .218 .198

0.10 .275 .316 .271 .282 .282 .324 .284 .284 .289 .363 .318 .310

II

0.0

0.01 .214 .240 .208 .199 .214 .248 .202 .173 .214 .252 .189 .115

0.05 .412 .439 .404 .410 .414 .448 .395 .396 .404 .451 .379 .368

0.10 .529 .550 .518 .527 .535 .565 .517 .530 .513 .572 .496 .499

0.3

0.01 .147 .174 .138 .123 .148 .175 .140 .119 .137 .172 .129 .085

0.05 .325 .358 .315 .323 .315 .344 .298 .296 .309 .357 .298 .275

0.10 .435 .473 .429 .438 .428 .448 .408 .417 .424 .472 .410 .411

0.5

0.01 .098 .121 .092 .082 .10 .124 .097 .078 .098 .134 .096 .056

0.05 .237 .277 .233 .237 .234 .275 .229 .225 .243 .290 .243 .223

0.10 .345 .368 .340 .347 .342 .380 .330 .338 .342 .391 .339 .335

III

0.0

0.01 .153 .184 .157 .154 .149 .188 .154 .145 .140 .187 .142 .115

0.05 .371 .419 .378 .388 .365 .409 .369 .373 .363 .426 .376 .367

0.10 .504 .550 .511 .518 .504 .558 .514 .524 .497 .563 .512 .513

0.3

0.01 .106 .135 .109 .107 .103 .126 .103 .098 .100 .132 .105 .089

0.05 .275 .313 .279 .287 .273 .321 .275 .278 .269 .319 .277 .271

0.10 .394 .442 .398 .406 .394 .446 .405 .412 .383 .436 .390 .390

0.5

0.01 .068 .098 .071 .068 .080 .104 .083 .076 .074 .105 .077 .063

0.05 .206 .244 .208 .210 .215 .262 .223 .224 .211 .259 .214 .206

0.10 .304 .348 .309 .313 .317 .370 .319 .323 .317 .372 .322 .322

α : significance level,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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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mpirical power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n= 100

Configuration Cp α

B
2 3 5

LR U χ
2 χ2MI LR U χ

2 χ 2MI LR U χ
2 χ2MI

I

0.0

0.01 .307 .368 .333 .339 .308 .429 .357 .360 .309 .586 .396 .379 

0.05 .510 .573 .535 .547 .505 .637 .572 .584 .518 .768 .616 .620 

0.10 .622 .681 .651 .664 .624 .732 .685 .697 .617 .838 .725 .734

0.3

0.01 .209 .240 .213 .219 .206 .266 .226 .227 .209 .333 .262 .249

0.05 .406 .443 .413 .426 .392 .463 .423 .431 .395 .535 .473 .478

0.10 .517 .549 .526 .537 .504 .578 .541 .553 .509 .641 .597 .601

0.5

0.01 .153 .172 .151 .152 .146 .182 .154 .150 .136 .197 .166 .154

0.05 .323 .348 .321 .328 .311 .353 .317 .320 .301 .370 .353 .355

0.10 .438 .453 .437 .444 .426 .462 .441 .447 .403 .479 .466 .472

II

0.0

0.01 .434 .456 .416 .421 .431 .456 .416 .416 .446 .498 .420 .404

0.05 .663 .679 .658 .666 .663 .683 .650 .657 .677 .711 .659 .660

0.10 .765 .775 .758 .766 .765 .777 .753 .759 .778 .803 .767 .775

0.3

0.01 .299 .322 .288 .292 .298 .326 .287 .289 .305 .343 .299 .282

0.05 .526 .547 .521 .530 .517 .549 .511 .518 .522 .557 .513 .515

0.10 .647 .664 .639 .647 .638 .667 .635 .643 .638 .666 .632 .638

0.5

0.01 .204 .235 .201 .204 .208 .241 .204 .204 .196 .228 .190 .180

0.05 .419 .442 .412 .417 .409 .444 .404 .410 .385 .435 .382 .386

0.10 .528 .554 .528 .535 .537 .561 .531 .538 .513 .553 .512 .518

III

0.0

0.01 .403 .441 .409 .412 .404 .444 .416 .414 .415 .481 .431 .418

0.05 .670 .705 .678 .684 .664 .706 .670 .676 .675 .727 .699 .695

0.10 .788 .812 .791 .795 .774 .806 .784 .787 .787 .840 .809 .812

0.3

0.01 .263 .304 .267 .270 .278 .318 .285 .285 .283 .333 .286 .278

0.05 .505 .551 .515 .521 .522 .559 .529 .532 .513 .558 .526 .525

0.10 .641 .671 .647 .653 .653 .684 .654 .659 .636 .673 .645 .647

0.5

0.01 .180 .213 .183 .186 .179 .218 .185 .183 .175 .216 .178 .173

0.05 .377 .421 .379 .383 .386 .427 .390 .393 .383 .434 .385 .384

0.10 .505 .549 .509 .513 .512 .552 .519 .523 .502 .543 .503 .505

α : significance level,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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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연구 

이제 두 가지 실제 자료들을 이용하여 두 그룹의 생존함수 비교를 제안검정법과 

Finkelstein(1986)의 검정법으로 실시하고, 관행적인 방법 즉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우

측값을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간주하여 로그-순위 검정법을 실시하 다.

3.2.1 Breast Cosmesis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여러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Finkelstein and Wolfe, 

1985; Finkelstein, 1986; Gentleman, 1994; Farrington, 1996; Sun, 1996; Sun, 1997; 

Goggins et al., 1998; Lindsey and Ryan, 1998).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조 방사선

요법만 받은 환자 46명과 보조 화학방사선 병용치료를 받은 48명에 대해 ‘breast 

retraction’까지의 생존시간을 조사하여 비교하 다. 이 자료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중 

약 40%의 우측중도절단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우측중도절단율은 두 그룹간

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54% vs. 27%). 두 그룹의 위험함수 비가 시간에 따라 평행

하지 못하고 교차되므로 비례성 가정을 할 수 없다 (그림 7). 

표 11의 결과를 보면, Finkelstein의 Score 검정법과 제안검정법 모두에서 두 그룹간

의 생존함수에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방사선 치료만을 하는 경우가 

화학요법을 병용하는 경우에 비해  ‘cosmetic deterioration’까지의 생존시간을 연장시

킴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존시간이 16개월 이전까지는 화학요법을 병용하는 경우가 생

존율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 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선 치료만을 하는 경우가 생존

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un(1996)의 검정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p-value = 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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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erification of the propotional hazards, log(-log S( t))  vs. t ,         

for breast cosmesis data

 Table 11. Analysis of breast cosmesis data using the conventional approach and 

the interval-censored approach 

Analysis Test Statistic P-value

 Conventional 

 analysis
   Log-rank test 6.20 0.0128

 Interval-censored 

 analysis

   Finkelstein(1986)'s score test 8.05 0.0046

   Proposed test 10.10 0.0015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9.34 0.0022

그림 7은 치료방법에 따른 생존함수 비교를 E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추정하여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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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ime to cosmetic deterioration by treatment group

3.2.2 Lung Cancer Postoperative Treatment 

폐암으로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보조 방사선요법만 받은 환자 30명과 

보조 화학방사선 병용치료를 받은 28명에 대해 ‘재발’까지의 생존시간을 조사하여 비교

하 다. 이 자료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중 약 40%의 우측중도절단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우측중도절단율은 두 그룹간에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 vs. 36%). 

두 그룹의 위험함수 비가 시간에 따라 평행한다고 볼 수 있어 비례성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림 8).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구간의 우측값을 참 값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표 12의 로

그-순위 검정 결과는 참조 자료로 의미가 있다. 두 그룹간의 환자 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세 검정법 모두 치료방법에 따라 생존시간 즉 재발 발현시간까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12).  그림 9에서 보면 두 그룹 모두에서 구간중도절단된 자료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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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앞부분에 놓여있고 그 구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그룹내에서 개체간의 

구간이 많이 겹쳐지지 않고 흩어져 관측되므로 불필요한 계산구간이 많은 

Finkelstein(1986)의 방법보다 제안검정법의 활용성을 알 수 있다.  

 Table 12. Analysis of lung cancer postoperative treatment data using the 

conventional approach and the interval-censored approach 

Analysis Test Statistic P-value

 Conventional 

 analysis
   Log-rank test 0.48 0.4451

 Interval-censored 

 analysis

   Finkelstein(1986)'s score test 0.52 0.4720

   Proposed test 0.48 0.4880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0.49 0.4840

 

위의 표12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에서도 제안 검정통계

량과 Finkelstein(1986)의 Score 통계량이 유사하다는 것은 제안검정법을 실제 자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ure 8. Verification of the propotional hazards, log(-log S( t))  vs. t ,         

for Lung Cancer Postoperative Treat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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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isposition of interval-censored data for lung cancer postoperative 

treatem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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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ime to evidence of relapse by treatment group

위의 그림 10은 치료방법에 따른 생존함수 비교를 EM 알고리즘에 의해 관측시점에 

따라 생존함수를 추정하여 그린 것이다. 모든 구간에 걸쳐 두 치료방법의 재발 생존율

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화학요법이 재발까지의 생존시간을 

연장시키는 데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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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보건․의학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존분석법의 지속적인 확장성이 요구되

는 것은 실제 관측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상분야

에서는 질병을 추적관찰할 경우에는 예정된 검사 스케줄에 따라 질병발생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많은 생존자료가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Lindsey and Ryan(1998)는 대부분의 관측자료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이고 생존분석시 

이러한 자료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생존분석

을 위해 관심있는 사건발생시점의 구간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추정하는 구간중도절

단된(interval censoring) 자료의 생존분석방법이 개발되어 왔다(Finkelstein 1986; De 

Gruttola and Lagakos 1989; Frydman 1994; Gentleman and Geyer 1994; Rabinowitz 

1995; Alioum and Commerges 1996; Sun 1996, 1997; Goggins et al. 2000; Ng 2002).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생존함수 추정에 대한 연구는 Peto(1973)로 거슬러 올라간

다. 이 방법은 구간중도절단된 자료만 있는 경우 Newton-Raphson 방법을 이용하여 생

존함수를 비모수적으로 일반화된 최대우도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es)를 

구하 다. 이 Peto 방법은 사건발생확률 추정이 구간의 끝부분(endpoints of intervals)

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절단된 자료를 동시에 고려한 많은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Turnbull 1976; Frydman 1994; Alioum and Commerges 1996). 이러한 연구들은 구

간의 폭을 줄인 자료구축에는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생존함수 추정방법의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Ng 2002).

Turnbull(1976)에 의한 생존함수 추정은 자기일치(self-consistency)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Kaplan and Meier(1958)의 누적한계추정량을 일반화한 추정량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구간중도절단된 자료 또는 절단된 자료의 생존함수 추정에 근간을 이루어 왔

으며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Finkelstein(1986)에 의한 여러 처리집단별

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생존함수 비교는 준모수적(semi-para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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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인 Cox(1972)의 비례위험회귀모형을 가정하여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실제 임상자료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존자료 분석방법 개발을 

가능케 했다(De Gruttola and L agakos 1989; Rabinowitz et al. 1995; Sun 1996). 그러나 

Turnbull의 자기일치 알고리즘을 이용한 많은 후속연구(Finkelstein 1986; Sun 1996, 

1997)에서는 통계량을 계산할 때 반복적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비교하게 되

므로 통계량이 매우 복잡하고 계산상의 번거로움을 수반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여러 처리집단의 생존함수 비교를 목적으로 

로그-순위 검정법에 기초하여 개발된 Finkelstein의 검정법과 Sun의 검정법의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검정법을 제안하 으므로 로그-순위 유형의 검정법(Logrank-type 

test)이라 하 다. 이 제안검정법의 출발 동기는 자료의 크기가 적은 임상자료의 경우 기

존의 방법과 계산상 큰 차이는 없지만 대규모 장기간 역학조사 자료의 경우에서는 개체

간의 구간이 그리 많지않게 겹쳐지면서 대부분이 우측중도절단된 자료의 형태를 갖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경우 EM 알고리즘에 의해 반복 해를 구하는 Finkelstein과 

Sun의 방법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제안검정법은 기존의 두 검정법에서 가

중치로 고려하고 있는 기저생존함수 추정치와는 다른 형태의 가중치를 부여하 고 우

측중도절단된 자료의 경우는 한 단위 관측시점만 포함하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로 간

주하므로서 추정에 따른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 다.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한 검정법들간의 비교를 위해 로그-순위 검정법, Finkelstein의 

검정법 그리고 제안검정법들을 모두 Matlab 언어로 프로그램화 하 다. 이런 과정에서 

Finkelstein의 Fortran 원프로그램과 본 연구에서 구현한 Matlab 프로그램과의 시뮬레

이션 결과는 일치하 다. 

 

본 연구의 제안통계량은 각 사건발생시점에서 의사위험집단과 의사사건발생집단

을 가중치를 사용하여 정리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로그-순위 검정법의 분산추정공식에 

대입하여 제안 검정통계량의 분산을 추정하 다. 그러나 제안된 의사위험집단과 의사

사건발생집단은 정수가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초기화 분포를 이용한 로그-순위 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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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산추정공식에 대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안으로 제안통계량의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제안검정법은 유의수준을 만족

하면서 검정력은 로그-순위 검정법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안통계량의 분산

을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유의수준이 만족되었다. 그러나 Finkelstein의 검정

법은 유의수준이 만족되지 않아 검정력 비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Finkelstein의 Score 통계량의 분산을 과대추정한 것에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우측중도절단율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검정력은 떨어지지만 로그-순위 검정법

과 제안검정법 간의 큰 차이가 없이 떨어졌다. 이런 사항은 우측중도절단율이 많은 경

우 계산이 용이한 제안검정법의 우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비례성 가정이 깨어

지는 경우에는 제안검정법의 검정력이 로그-순위 검정법보다 우수한 경우가 존재하

다.

실제 두 임상자료의 분석결과는 모든 검정법의 검정결과는 유사하 다. 구간중도절

단된 자료 구축을 위해 각 개체별 차트검토를 통한 후향적 자료수집은 구간크기의 편의

를 유발하 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임상연구의 정확한 생존시간 추정을 위해 어떤 정보

를 어떻게기록해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기회 다. Radke(2003)은 관측된 구간값의 

단위가 다른 경우에 비동기적(asynchronous) 구간중도절단된 생존분석을 실시하 다.  

그러나 구간이 아주 짧은 경우와 결측치가 없는 자료의 경우는 구간추정에 편의가 적으

므로 구간중도절단된 생존자료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Samuelson and 

Kongerud 1994, Sakamoto et al. 1997). 한편 Farrington(1996)은 일반화 선형모형 

GLIM(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여러 경우의 위험함수를 고려하여 구간중

도절단된 생존자료를 분석하 다. Breast cosmesis data (Finkelstein and Wolfe 1985) 

분석결과를 보면 상대위험비 2.3과 유의확률 p= 0.004 로 우리가 제안한 통계량으로 

구한 값과 유사하 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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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존분석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프로젝트들 중에서 AIDS 연구가 

연구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HIV 감염시점에 대한 연구에서는 

HIV 감염시점이 구간중도절단되어 있으며, HIV 감염시간부터 AIDS 증상이 발현될 때

까지의 잠복시간(incubation time)에 대한 연구에서는 HIV 감염시점과 AIDS 증상이 발

현되는 시점 모두가 구간중도절단된 즉, 이중구간중도절단(double interval-censored) 

되어있다 (De Gruttola and Lagakos 1989).  따라서 AIDS 자료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

해서는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에 대한 방법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아

울러 특정 질병발생에 대한 구간중도절단된 생존자료 분석은 역으로 세심한 검사 스케

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도 가능케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구간중도절단된 자료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PROC 

LIFEREG(1999)와 ICE Macro(2001) in SAS, SYSTAT, censorREG function in 

S-Plus5(1999) 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두 Turnbull(1976)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정치를 구하므로 계산시간 많이 소요되는 제한점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계산시간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서 

쉽게 이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임상․보건 연구의 연구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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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생존분석에서 관심있는 사건의 실제 생존시간은 많은 경우 구간중도절단된 자료의 

형태로 관측되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여러 집단간 생존함수 비교를 위해 기

존의 검정법과는 다른 형태 즉 모든 시점에서 반복적인 생존율 계산을 필요치 않는 새

로운 검정통계량을 제안하고자 하 다. 제안된 통계량의 기본 형태는 로그-순위 검정법

의 기본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경우의 자료형태에 제안검정법이 기존의 검정법과 

비교하여 유의수준을 만족하면서 검정력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특히 구간내에서 발

생한 사건 정보를 안다고 가정한 경우의 로그-순위 검정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에 의한 제안통계량의 분산을 달리 추정한 경우와 위험함수

의 비례성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연구결과에서도 제안검정법의 로버스

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두 임상자료에 적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거의 유사한 검정통계량을 간편하게 구함을 알 수 있었다.

제안검정법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기존 연구접근과 달리 반복적 계산방법을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임상자료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장기간 역학연구 자료등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특수한 생존자료 분석을 하는데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용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중 구간중도절단된 경우, 절단된 자료

가 있는 경우, 절단된 자료와 구간중도절단된 자료가 동시에 있는 경우, 구간중도절단

되면서 중간사건(intermediate event)을 포함하는 자료 경우 등에도 쉽게 적용하여 새

로운 이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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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Newton-Raphson algorithm

Procedure for estimating b1 and b2 , g j ( j=1,2,…,m)  

Step 0 : Initialize 

g j = P(S= s j) =
1
m
,  j=1,2,…,m  

       Intercept and slope parameters, i.e., b
( 0)
1 = 0,  b

( 0 )
2 = 1   

Step 1 : Calculate

w ij =
α ij p j

x i
( 1- p j )

1- x i
g j

∑
m

k= 1
α ik p k

x k
( 1- p k)

1- x k
g j  

where, x j= { 1,   group 10,   group 2

p j =
exp (b 1 + b 2 s j)

1 + exp (b 1 + b 2 s j)

and update, g j =
∑
i
w ij

w
,   ( j=1,2,…,m)

Step 2 : Approximate parameters by Newton-Raphson algorithm, i.e., 

b
(m)
= b

(m-1)
+ J

-1(m-1)
⋅U

(m-1)

U (m-1)(b) =
ꀌ

ꀘ

︳︳︳

∑
i, j
w ij (x i-p j)

∑
i, j
w ij s j (x i-p j)

ꀍ

ꀙ

︳︳︳

J
(m-1)

(b) = ꀌ

ꀘ

︳︳︳︳

ꀍ

ꀙ

︳︳︳︳

∑
i, j
w ij p j (1- p j) ∑

i, j
w ij r j p j (1- p j)

∑
i, j
w ij r j p j (1- p j ) ∑

i, j
w ij r

2
j p j (1- p j )

Step 3 : Repeat Step1 ~ Step2 until convergence of b, g j     

Step 4 : Compute estimated likelihood

L̂ = ∏
n

i=1
∑
m

j= 1
α ij p̂ j

x i
(1- p̂ j)

1- x i
ĝ j

p̂ j =
exp ( b̂ 1 + b̂ 2 s j)

1 + exp ( b̂ 1 + b̂ 2 s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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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Source program for simulation study

1. Main program

% 파일 입출력 % 
fout1=fopen('filename.out', 'w'); fout2=fopen('filename.out', 'w');
[crr cn cbeta crcf cdepth]=textread('configuration.m'); 
% 두 집단의 위험비(crr: 1.0, 1.8 , 3.0)에 따라, 표본수(cn: 50, 100), 위험함수의 형태모수(cbeta: 0.5, 1.0, % 
% 2.0), 우측중도절단율(crcf: 0%, 30%, 50%) 그리고 구간의 폭(cdepth: 2, 3, 5)의 조합으로 형성된 54 경우에   %
% 대한 batch 파일 %

% 표본수 %
noconf=size(cn,1);

% 유의수준에 따른 자유도1 카이제곱 분포의 임계치 %
alpha1=0.01; chi1=chi2inv(1-alpha1,1); 
alpha5=0.05; chi5=chi2inv(1-alpha5,1); 
alpha10=0.1; chi10=chi2inv(1-alpha10,1);

% 임의의 평균 생존시간 %
mean=12; 

% 반복횟수 %
noiter=3000; nom=50;

% 표본수 50 혹은 100에 대한 반복문 %
for conf=1:noconf;
    n=cn(conf); rcf=crcf(conf); beta=cbeta(conf); rr=crr(conf); depth=cdepth(conf);

     % 감마분포를 통한 각 집단의 위험률 % 
    lambda2=(gamma(1+1/beta)/mean)^beta;
    lambda1=lambda2*rr;

     % 각 집단의 표본수 % 
    n1=n/2; n2=n1;

    % 초기화 %

    ls=zeros(noiter,1); lu=zeros(noiter,1);lv=zeros(noiter,1);
    ps=zeros(noiter,1); pu=zeros(noiter,1);pv=zeros(noiter,1); 
    ps2=zeros(noiter,1);pv2=zeros(noiter,1);
    fs=zeros(noiter,1); fu=zeros(noiter,1);fv=zeros(noiter,1);
    

    % 3000번 반복 % 
    iter=1;
    while (iter<=noiter); 

         %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을 위한 초기화 %
        ms=zeros(nom,1);mu=zeros(nom,1);mv=zeros(nom,1);    
        
         % 100% 구간중도절단된 모든 개체에 대해 조건부 반복 %
        intc=binornd(1,rcf,n,1);
        ncsg=sum(1-intc);
        while (ncsg==0);
            intc=binornd(1,rcf,n,1);
            ncsg=sum(intc);
        end;

         % 구간의 좌우값과 로그-순위 검정을 위한 정확한 값 생성 %
         % 우측중도절단된 자료의 우측값을 ‘NaN (Not a Number)’으로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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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1=weibrnd(lambda1,beta,n1,1); st2=weibrnd(lambda2,beta,n2,1); st=[st1;st2];
        x1=ones(n1,1); x2=zeros(n2,1); x=[x1;x2];
        u1=unidrnd(depth,n,1); u2=unidrnd(depth,n,1);
        left1=(st-u1).*intc+st.*(1-intc); left=max(0,left1);         
        right=(st+u2).*intc; right((intc==0))=NaN;
        rst=st;

        % 3가지 검정법 비교를 위한 자료 구축 %
        datai=[x left right 1-intc]; % 제안검정법과 Finkelstein(1986)의 검정법 %

        datar=[x rst 1-intc];        % 로그-순위 검정법 %

         % 구축된 자료를 각 검정법의 계산 함수로 전달하여 %
         % Statistic(ls, ps, fs), Score(lu, pu, pv), Variance(lv, pv, fv)을 계산한다. %
         %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을 위해 a(matrice α_ij)와 dt(distinct time)를 고려한다. %  

        [ls(iter),lu(iter),lv(iter)]     = s_logrank2(datar);      % 로그-순위 검정법 % 
        [ps(iter),pu(iter),pv(iter),a,dt]= s_proposed2(datai);     % 제안검정법 %
        [fs(iter),fu(iter),fv(iter)]     = s_finkelstein2(datai);  % Finkelstein(1986)의 검정법 %

        
         %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을 위한 구간중도절단된 자료(α_ij = 1)의 조건부 반복을 통한 초기화 % 

        for i=1:n;
            tc=1;
            flag='f';
            while flag=='f';
                if (a(i,tc)==1) 
                    flag='t';
                    s(i)=tc;
                end;
                tc=tc+1;
            end;
        end;
   
        %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을 위해 구간중도절단된 자료는 각 개체에 대해 50번 반복으로 위험집합의 %
        % 요소중 균등분포에 따라 무작위 선별한다. 우측중도절단된 자료는 그대로 사용한다. % 
        len=sum(a,2);
        for m=1:nom;
            for i=1:n;
                if (intc(i)==1) 
                    pos=unidrnd(len(i))+s(i)-1;
                    left(i)=dt(pos); 
                end;
            end;

              %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에 의한 제안검정법의 자료구축 %
              % 로그-순위 검정법의 계산 함수를 통해 통계량(ps2)과 분산(pv2) 계산 % 
            datam=[x left 1-intc];
            [ms(m),mu(m),mv(m)]=s_logrank2(datam);           
        end;
        pv2(iter)=sum(mv)/nom+(1+1/nom)*std(ms)^2;
        ps2(iter)=pu(iter)^2/pv2(iter);

        iter=iter+1;
    end;   

    % 유의수준 1%에서의 유의확률값 계산 % 
    lpvalue1=sum(ls>chi1)/noiter; % 로그-순위 검정법 % 
    ppvalue1=sum(ps>chi1)/noiter; % 제안검정법 %
    pp2value1=sum(ps2>chi1)/noiter; %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에 의한 제안검정법 %
    fpvalue1=sum(fs>chi1)/noiter; % Finkelstein(1986)의 검정법 %

    % 유의수준 5%에서의 유의확률값 계산 % 
    lpvalue5=sum(ls>chi5)/noiter; % 로그-순위 검정법 % 
    ppvalue5=sum(ps>chi5)/noiter; % 제안검정법 %
    pp2value5=sum(ps2>chi5)/noiter; %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에 의한 제안검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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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value5=sum(fs>chi5)/noiter; % Finkelstein(1986)의 검정법 %

    % 유의수준 10%에서의 유의확률값 계산 % 

    lpvalue10=sum(ls>chi10)/noiter; % 로그-순위 검정법 % 
    ppvalue10=sum(ps>chi10)/noiter; % 제안검정법 %
    pp2value10=sum(ps2>chi10)/noiter; % Rubin(1987)의 반복대체법에 의한 제안검정법 %

    fpvalue10=sum(fs>chi10)/noiter; % Finkelstein(1986)의 검정법 %
    
    % 4검정법에 대한 Score통계량의 평균(lmean, pmean, fmean), 표준편차(lstd, pstd, fstd), %

    % 표준오차(lse, pse, p2se, fse)를 계산 % 
    lmean=sum(lu)/noiter; lstd=std(lu); lse=sum(sqrt(lv))/noiter;
    pmean=sum(pu)/noiter; pstd=std(pu); pse=sum(sqrt(pv))/noiter;
    p2se=sum(sqrt(pv2))/noiter;
    fmean=sum(fu)/noiter; fstd=std(fu); fse=sum(sqrt(fv))/noiter;
      
     % 결과 출력(fout1) : 4검정법에 대한 Score 통계량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표준오차 출력 % 
    fprintf(fout1,'Replication/m=%6.0f %6.0f \n', noiter, nom);
    fprintf(fout1,'rr/n/beta/cf(r)/depth=%6.1f %6.0f %6.1f %6.2f %6.0f \n',

rr, n, beta, 1-rcf, depth);
    fprintf(fout1,'%10.3f %10.3f %10.3f \n',        lmean, lstd, lse);
    fprintf(fout1,'%10.3f %10.3f %10.3f %10.3f \n', pmean, pstd, pse, p2se);
    fprintf(fout1,'%10.3f %10.3f %10.3f \n',        fmean, fstd, fse);

     % 결과 출력(fout2) : 4검정법에 대한 유의수준별 유의확률 값 출력 % 
    fprintf(fout2,'Replication/m=%6.0f %6.0f \n', noiter, nom);
    fprintf(fout2,'rr/n/beta/cf(r)/depth=%6.1f %6.0f %6.1f %6.2f %6.0f \n',

rr, n, beta, 1-rcf, depth);
    fprintf(fout2,'%5.3f %5.3f %5.3f \n', lpvalue1,  lpvalue5,  lpvalue10);
    fprintf(fout2,'%5.3f %5.3f %5.3f \n', ppvalue1,  ppvalue5,  ppvalue10);
    fprintf(fout2,'%5.3f %5.3f %5.3f \n', pp2value1, pp2value5, pp2value10);
    fprintf(fout2,'%5.3f %5.3f %5.3f \n', fpvalue1,  fpvalue5,  fpvalue10);

end;

fclose(fout1); fclose(fout2);

2. log-rank test

function [statistic, score, variance]=s_logrank2(sdata);

nrow=size(sdata,1);

% 그룹(x), 생존시간(st), 우측중도절단 여부(csg), 우측중도절단 되지 않은 각 관찰시점(dt) %
x=sdata(:, 1); st=sdata(:, 2); csg=1-sdata(:, 3); dt=(unique(st(csg==1)))';

if (isempty(dt))
    score=NaN; variance=NaN; statistic=NaN;
    return;
end;

ncol=size(dt,2);

t1=ones(1,ncol); o1=ones(nrow,1); 

% kron 함수를 이용하여 matrix의 요소 비교 %
% 관측시점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개체(ri), 사건이 발생한 개체(di) %  
ri=(kron(st,t1)>=kron(dt,o1));
di=(kron(st,t1)==kron(dt,o1)).*(kron(csg,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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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에 대한 관측수(n)와 사건발생수(d), 그룹1에 대한 관측수(n1)와 사건발생수(d1) %
n=sum(ri); n1=sum(kron(x,t1).*ri); 
d=sum(di); d1=sum(kron(x,t1).*di); 

% 그룹1에 대한 Score 추정치 %
score=sum(d1-d.*n1./n,2);

ind=(n>1);
d1=d1(ind); d=d(ind);
n1=n1(ind); n=n(ind);

% 로그-순위 검정통계량과 분산 %
if (isempty(d)|isempty(d1)|isempty(n)|isempty(n1))
    variance=NaN;
    statistic=NaN;
else
    variance=sum(d.*(n-d).*n1.*(n-n1)./(n.^2.*(n-1)),2);
    if (variance==0)
        statistic=NaN;
    else
        statistic=score^2/variance;
    end;
end;

3. Finkelstein's test

function [statistic,score,variance]=s_finkelstein2(sdata);

nrow=size(sdata,1); 

% 그룹(x), 구간의 좌값(left), 구간의 우값(right), 구간중도절단 여부(intc) %
x=sdata(:,1); left=sdata(:,2); right=sdata(:,3); intc=1-sdata(:,4); 

% 100%로 구간중도절단된 자료 파악 %
nrc=sum(1-intc);

% 관측시점(dt) : 구간의 좌값과 우값(우측중도절단된 우값은 제외)들의 합집합 %
dt=unique([left; right(isnan(right)==0)]);

if (isempty(dt))
    score=NaN; variance=NaN; statistic=NaN;
    return;
end;

% 우측중도절단된 자료의 우값을 최대 관측시점+1로 함 %
inft=max(dt)+1;
right(isnan(right)==1)=inft;
if nrc==0
    dt=dt';
else
    dt=[dt' inft];
end;
    
ncol=size(dt,2); nl=ncol-1; j1=ones(ncol);
o1=ones(nrow,1); t1=ones(1,ncol); tp=t1(1:nl); 

% alpha_ij 정의 %
a=((kron(left,t1)<kron(dt,o1))==(kron(dt,o1)<=kron(right,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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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bull의 자기일치 알고리즘을 위한 초기화 % 
eps=0.00003; mch=1; 
p=zeros(1,ncol); ip=1/ncol; oh=ip*t1; nh=0*t1;

% Turnbull의 자기일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한최대우도 추정치를 구함 %  
while mch>eps;
  w=a.*kron(oh,o1);
  d=sum(w./kron(sum(w,2),t1));
  n=d*tril(j1);
  for j=1:ncol;
      if (n(j)==0)
          ch(j)=1;
      else
          ch(j)=(n(j)-d(j))/n(j);
      end;
  end;
  p(1)=ch(1);
  for j=2:nl;
      p(j)=ch(j)*p(j-1);
  end;
  nh(1)=1-p(1);
  for j=2:ncol;
      nh(j)=p(j-1)-p(j);
  end;
  mch=max(abs(oh-nh));
  oh=nh;
end;

% Fisher의 정보행렬 구축을 위한 우도함수의 1차 미분 %
j=1; p(j)=1-oh(j);
for j=2:nl;
    p(j)=p(j-1)-oh(j);
end;

p(ncol)=0; tie=(-diff(p)<eps); pp=p(1:nl); w=a.*kron(oh,o1); g=sum(w,2);
m=(a(:,2:ncol)-a(:,1:nl))./kron(g,tp); 
% 각 개체별 관찰된 구간범위내의 시점마다 사건발생수와 위험에 노출된 인원수에 대해 %  

% 가중치를 달리 주는 의사계산 방식의 μ ij 계산 %

% Fisher의 정보행렬 구축을 위한 우도함수의 2차 미분 %
hs=0; b=0;
for j=1:nl;
    if  (pp(j)<eps)
        hs=[hs 0];
        b=[b 0];
    else

        hs=[hs pp(j)*log(pp(j))]; % 각 개체별 관찰된 구간범위내의 시점마다 순간위험률 h ij 계산 %

        b=[b pp(j)*log(pp(j))+pp(j)*log(pp(j))^2]; % 처리집단의 공변량 회귀계수 b ij 계산 %

    end;
end;

% Rao(1973) 방법에 의한 Fisher의 정보행렬 요소 : a22, a12, a11 %
hs=[hs 0]; b=[b 0];
mh=m.*kron(hs(2:ncol),o1); 
mb=m.*kron(b(2:ncol),o1);

dhs=-diff(hs); db=-diff(b); 
adh=sum(a.*kron(dhs,o1),2);
adb=sum(a.*kron(db,o1),2); 

a220=sum(mh.^2-mb); a221=m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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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tril(a221,-1)+diag(a220)+triu(a221,1);
a12=sum(kron(x,tp).*(mh.*kron(adh./g,tp)-mb));

inx=1;
ma22(:,1)=a22(:,1); ma12(1)=a12(1);
for i=2:nl;
    if (tie(i-1)==0)
        inx=inx+1;
        ma22(:,inx)=a22(:,i);
        ma12(inx)=a12(i);
    else
        ma22(:,inx)=ma22(:,inx)+a22(:,i);
        ma12(inx)=ma12(inx)+a12(i);
    end;
end;

inx=1;
fa22(1,:)=ma22(1,:);
for i=2:nl;
    if (tie(i-1)==0)
        inx=inx+1;
        fa22(inx,:)=ma22(i,:);
    else
        fa22(inx,:)=fa22(inx,:)+ma22(i,:);
    end;
end;

finx=1-(p(tie==0)<eps | abs(1-p(tie==0))<eps);
fa22=fa22((finx==1),(finx==1));
fa12=ma12((finx==1));
a11=sum((x.^2).*((adh./g).^2-adb./g));

score=sum(x.*adh./g);
variance=a11-fa12*inv(fa22)*fa12';
statistic=score^2/variance;

4. Proposed test

function [statistic, score, variance, a, dt]=s_proposed2(sdata, fout1);

nrc=sum(1-intc); nrow=size(sdata,1);
x=sdata(:,1); left=sdata(:,2); right=sdata(:,3); intc=1-sdata(:,4);

dt=unique([0;left; right(isnan(right)==0)]); 

if (isempty(dt))
    score=NaN; variance=NaN; statistic=NaN;
    return;
end;

inft=max(dt)+1;
if nrc==0
    dt=dt';
else
    dt=[dt' inft];
end;

ncol=size(d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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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ones(nrow,1); t1=ones(1,ncol);

% 각 개체의 생존시간이 정확히 관측되었거나 우측중도절단 되었다면 Li를 Li보다 작은 %
% sj들 가운데 가장 큰 값으로 정의하고 Ri는 Li로 정의한다. %
for i=1:nrow;
    if (intc(i)==0)
        right(i)=left(i);
        left(i)=max(dt((dt<kron(left(i),t1))));
    end;
end;
    
% alpha_ij 정의 %
a=((kron(left,t1)<kron(dt,o1))==(kron(dt,o1)<=kron(right,t1)));

% 사건발생시점은 위험집합 내에서 Uniform Weight %
uw=kron(1./sum(a,2),t1);

% 가중치 : 의사사건발생집합(wd), 의사위험노출집합(wr) %
wd=a.*uw.*kron(intc,t1); wr=(a*tril(ones(ncol))).*uw;

d1=sum(kron(x,t1).*wd); d=sum(wd);
n1=sum(kron(x,t1).*wr); n=sum(wr);

ind=(n>=1);
d1=d1(ind); d=d(ind);
n1=n1(ind); n=n(ind);

score=sum(d1-d.*n1./n,2);

ind=(n>1);
d1=d1(ind); d=d(ind);
n1=n1(ind); n=n(ind);

if (isempty(d)|isempty(d1)|isempty(n)|isempty(n1))
    variance=NaN;
    statistic=NaN;
else
    variance=sum(d.*n1.*(n-d).*(n-n1)./((n.^2).*(n-1)),2);
    if (variance==0)
        statistic=NaN;
    else
        statistic=score^2/variance;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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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1. Empirical size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01 and n=50

β Cp

B
2 3 5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0.5

0.0 .012 .016 .011 .009 .012 .017 .011 .009 .013 .018 .012 .008

0.3 .011 .015 .011 .010 .009 .013 .008 .008 .012 .016 .011 .008

0.5 .015 .018 .014 .014 .013 .018 .013 .011 .010 .015 .009 .009

1.0

0.0 .014 .018 .014 .013 .010 .012 .008 .007 .010 .015 .008 .007

0.3 .015 .018 .016 .016 .008 .012 .008 .008 .014 .019 .013 .011

0.5 .011 .016 .011 .011 .012 .018 .013 .012 .015 .022 .016 .013

2.0

0.0 .013 .015 .010 .009 .012 .017 .009 .006 .011 .015 .007 .003

0.3 .010 .014 .009 .009 .013 .017 .012 .009 .010 .016 .009 .005

0.5 .011 .017 .011 .010 .012 .017 .012 .008 .010 .015 .010 .005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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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2. Empirical size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01 and n=100

β Cp

B
2 3 5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0.5

0.0 .012 .013 .010 .011 .009 .010 .007 .007 .011 .013 .010 .009

0.3 .011 .013 .010 .010 .012 .014 .011 .012 .011 .013 .010 .010

0.5 .010 .015 .010 .010 .011 .013 .009 .010 .011 .013 .010 .010

1.0

0.0 .011 .014 .011 .012 .009 .010 .008 .008 .010 .010 .008 .008

0.3 .009 .011 .008 .009 .009 .012 .009 .010 .012 .015 .011 .011

0.5 .011 .014 .011 .012 .010 .014 .009 .009 .011 .015 .010 .012

2.0

0.0 .012 .012 .011 .010 .011 .014 .009 .009 .010 .014 .009 .006

0.3 .011 .014 .010 .011 .011 .013 .011 .010 .009 .013 .008 .007

0.5 .011 .014 .010 .011 .010 .013 .010 .010 .014 .020 .011 .008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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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3. Empirical size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10 and n=50

β Cp

B
2 3 5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0.5

0.0 .107 .125 .105 .109 .106 .127 .106 .108 .110 .128 .105 .106

0.3 .100 .120 .102 .105 .103 .121 .099 .101 .100 .119 .098 .099

0.5 .103 .120 .099 .102 .104 .124 .104 .106 .101 .124 .102 .102

1.0

0.0 .102 .118 .099 .105 .106 .111 .099 .103 .110 .123 .100 .104

0.3 .115 .131 .114 .122 .094 .117 .093 .100 .099 .121 .094 .098

0.5 .100 .123 .103 .109 .099 .122 .099 .103 .110 .133 .110 .113

2.0

0.0 .116 .131 .109 .112 .103 .126 .098 .101 .103 .124 .082 .079

0.3 .111 .127 .108 .113 .111 .132 .102 .107 .103 .125 .086 .084

0.5 .100 .124 .098 .103 .105 .127 .101 .104 .102 .131 .093 .091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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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4. Empirical size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10 and n=100

β Cp

B
2 3 5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LR U χ

2 χ
2
MI

0.5

0.0 .103 .108 .097 .100 .103 .109 .099 .102 .103 .115 .099 .101

0.3 .095 .107 .094 .099 .106 .116 .104 .108 .109 .120 .104 .107

0.5 .112 .124 .113 .114 .104 .120 .102 .107 .096 .111 .091 .096

1.0

0.0 .100 .108 .098 .103 .107 .116 .104 .109 .098 .106 .091 .096

0.3 .116 .131 .116 .121 .101 .111 .099 .105 .097 .108 .095 .099

0.5 .103 .121 .106 .110 .107 .122 .105 .110 .100 .118 .098 .103

2.0

0.0 .105 .114 .099 .099 .112 .121 .099 .103 .099 .119 .085 .086

0.3 .099 .116 .099 .105 .101 .115 .096 .099 .098 .117 .091 .093

0.5 .102 .120 .099 .104 .099 .116 .095 .102 .099 .121 .096 .099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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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5. Empirical power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01 and n= 50

β Cp rh

B
2 3 5

LR U χ
2 χ2MI LR U χ

2 χ2MI LR U χ
2 χ2MI

0.5

0.0
1.8 .283 .312 .260 .212 .284 .307 .247 .178 .292 .310 .236 .109

3.0 .816 .855 .818 .633 .854 .849 .791 .503 .858 .828 .731 .253

0.3
1.8 .179 .219 .177 .148 .172 .215 .172 .118 .182 .224 .173 .083

3.0 .654 .717 .654 .438 .651 .713 .642 .333 .681 .725 .635 .187

0.5
1.8 .122 .164 .122 .103 .123 .174 .129 .088 .124 .173 .121 .065

3.0 .463 .598 .489 .279 .492 .610 .502 .240 .461 .601 .462 .128

1.0

0.0
1.8 .289 .328 .285 .279 .285 .326 .277 .256 .279 .309 .248 .198

3.0 .854 .878 .849 .836 .856 .874 .845 .815 .861 .875 .831 .687

0.3
1.8 .179 .213 .181 .177 .189 .218 .184 .166 .171 .203 .165 .128

3.0 .652 .702 .653 .625 .679 .729 .676 .620 .641 .681 .619 .468

0.5
1.8 .129 .158 .131 .126 .119 .157 .120 .107 .127 .169 .125 .097

3.0 .469 .534 .464 .430 .469 .547 .469 .401 .471 .548 .465 .320

2.0

0.0
1.8 .293 .312 .272 .252 .280 .308 .255 .200 .278 .297 .220 .094

3.0 .851 .873 .847 .827 .860 .872 .838 .771 .858 .862 .799 .511

0.3
1.8 .180 .217 .176 .156 .195 .177 .144 .230 .188 .222 .158 .078

3.0 .645 .687 .633 .592 .677 .719 .653 .568 .665 .697 .609 .358

0.5
1.8 .124 .156 .119 .106 .121 .160 .120 .093 .122 .157 .104 .050

3.0 .472 .541 .463 .407 .468 .533 .456 .360 .468 .542 .434 .217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rh : ratio of hazard function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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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6. Empirical power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01 and n=100

β Cp rh

B
2 3 5

LR U χ
2 χ2MI LR U χ

2 χ2MI LR U χ
2 χ2MI

0.5

0.0
1.8 .608 .614 .575 .558 .610 .614 .573 .547 .598 .585 .526 .479

3.0 .996 .996 .994 .992 .996 .998 .995 .990 .995 .992 .985 .965

0.3
1.8 .423 .475 .425 .412 .411 .458 .405 .386 .417 .466 .416 .375

3.0 .958 .968 .960 .951 .956 .968 .956 .934 .955 .964 .948 .890

0.5
1.8 .279 .334 .288 .277 .281 .343 .290 .273 .289 .355 .288 .258

3.0 .829 .901 .845 .812 .837 .910 .857 .800 .846 .917 .850 .752

1.0

0.0
1.8 .615 .635 .614 .617 .612 .637 .598 .597 .613 .632 .582 .567

3.0 .996 .997 .996 .996 .997 .997 .996 .996 .997 .996 .994 .992

0.3
1.8 .417 .444 .410 .415 .420 .456 .415 .415 .423 .451 .404 .393

3.0 .946 .958 .947 .947 3962 .966 .958 .955 3959 .965 .952 .941

0.5
1.8 .277 .316 .276 .278 .291 .330 .289 .289 .290 .332 .283 .272

3.0 .848 .876 .844 .841 .838 .863 .833 .822 .844 .884 .838 .814

2.0

0.0
1.8 .612 .633 .594 .593 .610 .629 .581 .567 .618 .640 .548 .492

3.0 .999 .998 .997 .997 .995 .995 .994 .992 .996 .995 .990 .985

0.3
1.8 .417 .453 .407 .404 .421 .449 .401 .389 .427 .453 .373 .332

3.0 .960 .969 .955 .952 .958 .965 .952 .948 .957 .963 .944 .920

0.5
1.8 .280 .323 .275 .270 .273 .315 .263 .249 .294 .343 .267 .234

3.0 .843 .870 .833 .828 .836 .867 .826 .806 .842 .873 .814 .774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rh : ratio of hazard function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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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7. Empirical power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10 and n= 50

β Cp rh

B
2 3 5

LR U χ
2 χ2MI LR U χ

2 χ2MI LR U χ
2 χ2MI

0.5

0.0
1.8 .640 .663 .620 .622 .650 .667 .624 .618 .648 .603 .590 .661

3.0 .981 .976 .976 .972 .981 .976 .968 .963 .977 .972 .954 .941

0.3
1.8 .510 .556 .509 .510 .500 .552 .505 .500 .533 .576 .520 .505

3.0 .904 .930 .912 .905 .916 .931 .913 .898 .918 .932 .908 .875

0.5
1.8 .412 .478 .417 .415 .422 .425 .422 .487 .402 .476 .400 .385

3.0 .813 .880 .834 .814 .810 .886 .826 .794 .804 .883 .812 .748

1.0

0.0
1.8 .658 .679 .650 .659 .651 .682 .648 .655 .651 .674 .629 .629

3.0 .978 .982 .978 .979 .984 .988 .983 .984 .975 .980 .971 .970

0.3
1.8 .506 .544 .503 .510 .541 .570 .534 .540 .494 .533 .482 .484

3.0 .913 .932 .912 .914 .926 .942 .926 .926 .906 .925 .901 .894

0.5
1.8 .402 .444 .400 .407 .412 .459 .407 .411 .411 .464 .403 .404

3.0 .798 .835 .795 .795 .808 .843 .806 .802 .794 .835 .789 .775

2.0

0.0
1.8 .643 .674 .632 .642 .645 .675 .625 .631 .652 .666 .597 .586

3.0 .977 .982 .976 .978 .978 .979 .972 .972 .979 .979 .969 .965

0.3
1.8 .504 .537 .497 .503 .526 .571 .518 .519 .531 .558 .491 .476

3.0 .913 .926 .909 .909 .921 .933 .913 .911 .913 .924 .896 .883

0.5
1.8 .416 .460 .411 .416 .411 .459 .406 .404 .407 .473 .384 .372

3.0 .808 .838 .803 .804 .811 .849 .798 .790 .814 .843 .791 .760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rh : ratio of hazard function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 68 -

Appendix Table 8. Empirical powers of the tests based on 3000 data realizations when α= 0.10 and n=100

β Cp rh

B
2 3 5

LR U χ
2 χ2MI LR U χ

2 χ2MI LR U χ
2 χ2MI

0.5

0.0
1.8 .893 .897 .883 .887 .887 .888 .873 .875 .890 .879 .860 .859

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999

0.3
1.8 .779 .803 .780 .782 .771 .792 .767 .769 .756 .787 .759 .758

3.0 .996 .998 .998 .998 .997 .999 .998 .998 .997 .997 .996 .995

0.5
1.8 .627 .687 .644 .645 .644 .692 .650 .652 .648 .703 .653 .652

3.0 .969 .987 .974 .974 .975 .987 .977 .975 .977 .991 .979 .976

1.0

0.0
1.8 .894 .903 .893 .898 .887 .897 .885 .888 .890 .877 .879 .893

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3
1.8 .751 .771 .748 .753 .769 .788 .768 .774 .774 .788 .764 .768

3.0 .996 .997 .996 .996 .996 .996 .996 .996 .995 .996 .994 .994

0.5
1.8 .640 .669 .635 .641 .639 .668 .635 .642 .635 .668 .629 .633

3.0 .975 .981 .975 .976 .970 .978 .970 .971 .974 .981 .973 .972

2.0

0.0
1.8 .886 .894 .881 .885 .883 .887 .869 .874 .897 .898 .870 .871

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3
1.8 .766 .785 .762 .768 .769 .789 .760 .765 .785 .793 .757 .756

3.0 .997 .997 .997 .997 .998 .998 .997 .997 .997 .996 .994 .994

0.5
1.8 .658 .683 .650 .655 .640 .674 .632 .635 .650 .683 .622 .621

3.0 .975 .979 .975 .975 .972 .978 .967 .968 .972 .977 .964 .961

β :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Cp : right censoring fraction, B : ± width of interval censoring,  rh : ratio of hazard function

LR : Log-rank test, U : Finkelstein(1986)'s score test, χ
2
: Proposed test, χ2MI : Proposed test with multip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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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onparametric estimation for interval censored survival data

            Kang, Dae Ryong

              Dep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D.)

In medical or health studies, it is often the case that survival time for 

the events of interest is not determined at the points of exact observations, but 

this time could only be determined to lie in the interval between two 

consecutive health examinations. Such data are termed interval-censored. 

Numerous methods have been developed to compare survival functions with 

the interval-censored dat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new test 

for comparing several survival curves with interval-censored data.

We proposed nonparametric tests for comparing several populations with 

interval-censored survival data. Unlike classical methods, the proposed tests do 

not require to use iteration method for estimation of the survival rate at each 

observation time. Thus, the proposed statistic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weighted log-rank test, which is more easily, quickly and parsimoniously solvable 

than existing methods. As alternatives for estimated asymptotic variance of proposed 

test statistic, we introduce both mimicking that of usual logrank test and multiple 

imputation method proposed by Rubin(1987). We performed simulation studies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the proposed test and to  compare the proposed tes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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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ual logrank test and the Finkelstein(1986)'s score test in terms of size and 

power. The proposed methods were applied to empirical data from two clinical 

studies, which are Breast Cosmesis Data by Finkelstein and Wolfe in 1985 and Lung 

Cancer Postoperative Treatment Data by Yonsei Cancer Center.       

The configurations of simulation study were considered for the following 

combinations : sample size of 50 or 100; the ratio of hazard rates of two group which 

is 1.0, 1.8 or 3.0; the right-censoring fraction which is 0%, 30% or 50%; the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which is 0.5, 1.0 or 2.0; and the length of interval 

which is 2, 3 or 5.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study comparing the proposed test 

with other tests such as logrank test, Finkelstein's score test presented that our 

proposed test was very satisfactory in terms of size and power. In addition, we 

confirmed the robustness of the proposed test that was modified with asymptotic 

variance estimation by Rubin(1987)'s multiple imputation and nonproportional 

hazards between two groups. We also confirmed the proposed test statistic with 

application to two empirical data which are similar to Finkelstein's score test.

Based on the simulation study results, we suggest the possibilities of 

extensiv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test to more complicated censoring mechanism 

such as double  interval censoring, truncated and interval censoring, interval 

censoring with intermediate event.  

Keywords :   Interval-censored data,  Weighted logrank test,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