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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구간 도 단 자료에서 Cox 비례 험모형의 추정방법 비교

생존분석은 임상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 하나이다. 그러나 생

존분석 연구에서 심 있는 사건의 발생은 정확한 시 으로 측되기 보단 정

확한 측시 을 포함한 구간으로 측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자료

를 구간 도 단 자료(interval censored data)라 한다. 최근 임상에서는 이

처럼 심사건 발생이 구간으로 측되는 경우, 두 구간의 평균값을 치하여

분석하는 평균 치법(mean imputation)이나 마지막 측된 구간의 우측 값으

로 치하여 분석하는 우 치법(right imputation)을 사용하는 경우가 부분

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의 경우 바이어스 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간 도 단 자료가 측되었을 경우 cox 비례 험모형을 이

용하여 공변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평균 치법과 우 치법 그리고 Pan이 제안

한 iterative convex minorant (ICM)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에 해 논의하

다. 한 모의실험을 통해 다양한 설정 하에서 세 가지 방법에 한 비교

평가를 하 다.

모의실험 결과 표본크기 n이 100보다 작은 경우 Intcox방법은 평균 치법과

우 치법에 비해 바이어스는 높게 나왔으나 95% corverage rate은 더 안정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표본크기 n이 커질수록 평균 치법이나 우

치법은 실제값 추정에 있어 과소추정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많은 임상연구에서 평균 치법과 우 치법은 계산하기 쉽고 비교 안정 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결과가 과소추정 될 수 있으므

로 구간 도 단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
핵심되는 말 : 구간 도 단, Cox 비례 험모형, 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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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임상연구에서 생존분석은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 하나이다. 그러나

심 있는 사건의 발생이 구간으로 측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를 들어 주

기 인 측이 이루어지는 연구의 경우, 심사건이 측주기 사이의 어느 시

에서 발생한다면 실제 사건발생 시간은 알 수 없고 신 심 사건발생 ,

후 측 시 에 한 정보만 알 수 있다. 구간 도 단자료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는 Finkelstein and Wolfe (1986)에 의한 유방암 환자의

진단 연구 자료이다. 이 연구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보스톤에 있는

방사선 치료 센터에서 유방암 환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로 94명의 유방암 환자

를 상으로 46명에 해서는 방사능 치료만, 48명의 환자에 해서는 방사능

과 화학요법의 복합치료를 실행하여 두 가지 치료 요법이 가슴 함몰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다. 모든 환자들은 4주에서 6주마다 병원에

내원하여 함몰측도를 찰하 다. 이 연구에서 심사건은 유방함몰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연구기간 동안 유방함몰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는 우측 도 단 자료이며, 나머지 환자들은 정확한 함몰 발생시 은

측할 수 없고 신, 함몰 발생 진단을 받지 않은 마지막 병원 방문시 과 함

몰 발생 진단을 받은 처음 병원 방문시 사이의 어느 시 에서 발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최근 임상에서는 이처럼 심사건 발생이 구간으로 측되는 경우 두 구간의

평균값을 치하여 분석하거나 측된 값의 우측 값을 치하여 분석하는 경

우가 부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의 경우 바이어스 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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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도 단 자료에 한 생존함수 추정과 련된 표 인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Turnbull (1976)은 자기일치성추정량(Self consistency)를 이용

하여 비모수 인 방법으로 생존함수를 추정하 다. 하지만 공변량이 자료에

미치는 향을 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고 수렴속도가 느리다는 단 이 있다.

Geoeneboom and Wellner (1992)는 수렴속도가 느리다는 단 을 보완한

iterative convex minorant (ICM)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한 Wellner and

Zhan (1997)은 EM 알고리즘과 iterative convex minorant 알고리즘을 결합한

하이 리드 형태의 EM-ICM을 제안하 다.

한 모형에 공변량을 포함시켜 공변량이 모형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

회귀분석을 이용한 표 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Finkelstein (1985)

은 Newton-Raps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간 도 단 자료에 비례 험모형을

제안하여 모수를 추정하 다. Pan (1999)은 기 험함수에 해 조각지수분

포를 가정하고 Geoeneboom and Wallner (1992)의 ICM 알고리즘을 용하여 회

귀계수와 기 생존함수에 한 NPMLE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시간이 정확히 측되지 않고 그 시간을 포함한 구간으

로 측된 구간 도 단 자료에서 Cox 비례 험모형의 추정방법들을 비교하고

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방법

본 논문에서는 도 단 자료의 형태와 특징에 해 알아보고, 단일 치방

법을 이용하여 구간 도 단 자료를 우측 도 단 자료의 형태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구간 도 단 자료의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 각 방법을 이용해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일치성

과 바이어스의 치우침 정도를 비교하기 해 통계소 트웨어 R 로그램을 이

용하여 모의실험을 하고자 한다. 모의실험은 도 단의 길이, 도 단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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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에서 각 추정치의 바이어스의 치우침과 95%

coverage rate을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1.3 논문의 구성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 , 연구 내용 방법을 소개하 으며, 제

2장에서는 구간 도 단에 한 개념과, 치방법에 한 개념, Cox 비례 험

모형 에 해 설명하 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이용한

모의실험 설계 방법을 제시하 으며, 제 4장에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

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에 한 결론 고찰에 해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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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배경

2.1 구간 도 단

를 각 개체의 심 있는 사건발생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라 할 때 구간

도 단이란 정확한 사건발생 시간 를 측할 수 없고,

 ∈   ≤ 

를 만족하는 구간으로 측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와 는 각각

구간의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의미다. 이러한 구간 도 단은 추 조사와 같

이 지속 인 측연구에서 쉽게 측할 수 있다. 지속 인 측연구를 로

들면 시 에서는 심사건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 에서 심사건

발생이 확인되었다면 실제 사건발생 시간은 구간에 속할 것이다. 만약

값이 0이라면 좌측 도 단을, 값이 ∞이면 우측 도 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간 도 단은 제 1종 구간 도 단(case Ⅰ interval-censored

data)과 제 2종 구간 도 단(case Ⅱ interval-censored data)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 종 구간 도 단은 각각의 측치가 L=0 는 R=∞로만 측되

는 경우를 말하며 상태자료(current status data)라 부르기도 한다. 제 2

구간 도 단은 어도 하나는 L=0 과 R=∞ 사이의 구간으로 주어진다. 제 2

종 구간 도 단은 가장 일반 인 구간 도 단의 형태로 제 1종 구간 도

단과 좌측 도 단, 우측 도 단은 제 2종 구간 도 단의 특별한 경우이다

(Sun, 2006).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 인 구간 도 단 형태인 제 2종 구간 도 단 자

료에 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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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치법(Imputation)

결측치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치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Rubin 1987). 치법은 크게 단일 치법(single imputation)과 다

치법(multiple imputation)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간 도 단이 있는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단일 치법

인 평균 치법(mean imputation)과 우 치법(right imputation)을 이용하고자

한다. 정확하게 측되지 않은 심사건을 포함하는 두 시 에 해 평균 치

법은 두 시 의 평균값인  로 치하는 방법이고, 우 치법은  값

으로 치하는 방법이다. 이때, 값이 ∞이면 그 값은  값으로 치하고

도 단 되었다고 취 한다. 본 논문의 모의실험에 사용된 Mid방법은 평균

치법을, Right방법은 우 치법을 이용한 것으로 구간 도 단 자료를 우측

도 단 자료로 변환하여 다루고자 한다.

2.3 Cox 비례 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Cox 비례 험모형은 생존분석에서 리 사용되는 모형으로 생존시간에 해

분포가정을 하지 않고 험함수(hazard function)를 기 로 하는 회귀모형이

다.(Cox, 1972)

T를 생존시간을 나타내는 확률변수라 정의할 때 험함수는 t시 까지 생존

한 환자의 순간 험률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li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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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험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를 =




 라 할 때

생존함수는 S(t)=exp




=exp라 표 할 수 있고, Cox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p
  



 exp′

여기서, 는 회귀계수벡터(regression coefficient vector)이며 x는 공변량

(covariate) 벡터 는 기 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이다. 기

험함수란 공변량이 0값을 가질 때, t시 에서의 험함수를 말한다. 이러

한 Cox 모형에서 상 험(relative risk) exp′는 기 험함수 와

무 하고 시간 t에 상 없이 일정하다, 따라서 Cox모형을 Cox 비례 험모형이

라 한다.

2.4 구간 도 단 자료에서의 Cox 비례 험모형

자료가 D={(,), i=1,⋯,n}과 같이 측되고, =(,]를 나타낼 때,

좌측 도 단이면 =0, 정확한 시간이 측되면 = 이다. 이러한 경우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여기서   Pr    이다. 그리고 와 로부터 겹치지 않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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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을 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i f    ⊂ 

 

따라서 Cox 비례 험모형에 기 한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exp′ 

exp′

우측 도 단에서는 부분우도 원리(principle of partial likelihood)를 이

용하면 기 험함수를 장애모수(nuisance parameter)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

에 회귀계수 에 한 추론이 비교 간단하지만, 구간 도 단에서는 회귀

계수의 추론과 기 함수의 추론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회귀계수

과 기 함수 의 NPMLE를 추정하기 해서는 로그우도함수를 최 화해야

한다. Finkelstein (1986)은 뉴튼-랩슨 알고리즘을 용시켜 NPMLE를 추정하

다. 하지만 뉴튼-랩슨 알고리즘은 full Hessian matrix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역함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수렴이 어렵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Pan (1999)은 기 험함수에 해 조각지수분포를 가정

하고 Geoeneboom and Wallner (1992)의 ICM 알고리즘을 용하여 회귀계수와

기 함수에 한 NPMLE를 개발하 다. ICM 알고리즘에서는 회귀계수 과 기

함수 의 추론을 해 로그우도함수를 각각 회귀계수 와 기 함수  에

해 한 번 편미분한 ∇  ∂∂, ∇  와 두

번 편미분한 ,  값에 음수를 취한 각행렬을 뉴튼-랩슨 알

고리즘의 full Hessian matrix 신 이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뉴튼-랩

슨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간단하고 합리 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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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an (1999)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Henschel (2007)

이 구 한 통계 소 트웨어 R 로그램의 “Intcox” 패키지를 이용하고자 한

다. 하지만 “Intcox”의 경우 회귀계수 와 기 함수 에 한 NPMLE 만을

제공하고 추정량의 표 오차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Henschel (2007)논문에서

자는 붓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추정량의 표 오차를 구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따라서 회귀계수에 한 신뢰구간을 구하기 해 1000번의 붓스트

랩(bootstrap)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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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의실험

3.1 개요

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소개한 평균 치방법을 이용한 방법, 우 치방법

을 이용한 방법, intcox을 이용한 방법에 해 비교하고자 한다. 세 방법의

추정치를 비교하기 해 다양한 설정을 고려하여 추정치의 바이어스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표본크기 n이 50인 경우에 해 95% coverage rate 과 바이어

스를 제공하여 추정치의 일치성과 바이어스의 치우침을 확인하 다.

3.2 구간 도 단 자료의 생성 모의실험 설정

본 논문에서 기 분포(baseline distribution)는 Weibull분포를 가정하 으

며 형태모수(shape parameter)는 0.1로 결정하 으며 생존시간의 평균이 3이

되도록 척도모수(scale parameter)를 결정하 다.

구간 도 단 자료의 생성은 Pan (2000)이 제안한 구간 도 단 생성방법을

이용하 다. 먼 k+1 번의 측을 가정한다. 1) 두 개의 ,는 공변량은

이변량 정규분포로부터 평균이 0이고 상 계가 0.1이 되도록 생성하 다.

2) Weibull분포로부터 실제 생존시간(True survival time) 를 생성하 다.

3) 첫 측시 는 uniform분포 U(0,1)로부터 생성하 다. 4)    ≤ 

를 만족하는 당한 구간(,]를 (0,],(,+len],⋯,(+k×len,∞]부

터 선택하 다. 여기서 len값은 두 측시 와  사이의 기간 즉 측주

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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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모의실험1

모의실험1에서는 표본크기, k, 평균 측주기, 두 공변량의 상 계를 다양

하게 설정하 다. 표본크기는 50, 70, 100, 300, 500을 k는 2, 4, 6을 평균

측주기는 0.5, 1, 1.5을 공변량의 상 계는 0.1, 0.3, 0.6을 고려하여 바

이어스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3.2.2 모의실험2

모의실험 표본크기 K 평균 측주기

모의실험2-1 50 2

U(0.3,0.7)

U(0.8,1.2)
U(1.3,1.7)

모의실험2-2 50 4

U(0.3,0.7)

U(0.8,1.2)
U(1.3,1.7)

모의실험2-3 50 5
U(0.3,0.7)
U(0.8,1.2)

U(1.3,1.7)

표 1. 모의실험2

표 1.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개개인마다 측주기가 같다고 보기보다는 len

값을 uniform분포로부터 생성하여 평균 으로는 비슷하지만 개개인마다 차이

가 있다고 가정하 다. 평균 측주기는 0.5, 1.0, 1.5가 되도록 U(0.3,0.7),

U(0.8,1.2), U(1.3,1.7) 생성하 다. 한 k를 이용하여 도 단의 비율을

결정하 으며, k가 2인 경우 4인 경우와 6인 경우에 해 평균 측주기의 설

정을 변경해가며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해진 추정치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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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의실험 결과

3.3.1 모의실험1

표 2, 3, 4는 모의실험1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0.1,  2, 

=1, =1, 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추정치 비교한

결과이다. 의 추정치를 먼 확인해 보면 값은 추정치에 한 bias에 향

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본크기 n이

클수록 추정치가 작게 추정되었다. 즉, 표본크기 n 이 50인 경우 Mid방법이나

Right방법의 추정치가 실제 값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한 은 bias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표본크기 n이 커질수록 Mid방법이나 Right방법은

과소 추정되어지면서 Intcox방법이 더 정확히 추정되어 지고 따라서 bias도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 추정치를 확인해 보면

과 마찬가지로 표본크기 n이 커질수록 과소 추정되어지면서 Incox방법이 더

정확 하게 추정되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은 =0.1,  2,

=1, =1, 일 때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추정치 비교

한 결과이다. 표 4.결과 한 표 3.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값은 추정치에 한 bias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낮으며, 표본크기 n이

커질수록 추정치는 Mid방법과 Right방법은 실제값 보다 과소추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Intcox방법은 비교 실제값에 가깝게 추정하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는 =0.1,  2, =1, =1,  일 때 1000

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추정치 비교한 결과이다. 평균 측 주기가

1.5로 길어지면서 Mid방법이나 Right방법의 경우 평균 측 주기가 0.5 는

1인 경우보다 더 큰 bias를 보이고 있지만 Intcox의 경우 그에 비해 비교

안정 인 bias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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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censored(%)k  n Intcox(bias) Mid(bias) Right(bias)

2 0.1 50 1.137(0.137) 1.027(0.027) 1.026(0.026) 69.79

70 1.105(0.105) 1.018(0.018) 1.014(0.014) 70.37

100 1.047(0.047) 0.971(-0.029) 0.969(-0.031) 69.87

300 0.995(-0.005) 0.943(-0.057) 0.939(-0.061) 69.88

500 0.990(-0.010) 0.946(-0.054) 0.942(-0.058) 70.05

0.5 50 1.157(0.157) 1.021(0.021) 1.019(0.019) 69.40

70 1.072(0.072) 0.973(-0.027) 0.971(-0.029) 68.93

100 1.050(0.050) 0.973(-0.027) 0.968(-0.032) 69.17

300 0.997(-0.003) 0.941(-0.059) 0.935(-0.065) 69.05

500 0.977(-0.023) 0.927(-0.073) 0.921(-0.079) 69.08

0.6 50 1.144(0.144) 0.994(-0.006) 0.987(-0.013) 67.50

70 1.067(0.067) 0.964(-0.036) 0.960(-0.040) 67.89

100 1.048(0.048) 0.948(-0.052) 0.940(-0.060) 67.95

300 0.983(-0.017) 0.921(-0.079) 0.912(-0.088) 67.79

500 0.970(-0.030) 0.915(-0.085) 0.904(-0.096) 67.82

4 0.1 50 1.129(0.129) 1.018(0.018) 1.016(0.016) 50.67

70 1.091(0.091) 0.988(-0.012) 0.987(-0.013) 50.51

100 1.073(0.073) 0.982(-0.018) 0.980(-0.020) 50.54

300 1.035(0.035) 0.958(-0.042) 0.952(-0.048) 50.65

500 1.022(0.022) 0.951(-0.049) 0.947(-0.053) 50.45

0.5 50 1.118(0.118) 0.999(-0.001) 0.994(-0.006) 50.39

70 1.094(0.094) 0.993(-0.007) 0.988(-0.012) 50.34

100 1.063(0.063) 0.963(-0.037) 0.960(-0.040) 49.82

300 1.026(0.026) 0.947(-0.053) 0.941(-0.059) 50.29

500 1.015(0.015) 0.943(-0.057) 0.937(-0.063) 50.31

0.6 50 1.120(0.120) 0.989(-0.011) 0.980(-0.020) 50.36

70 1.113(0.113) 0.997(-0.003) 0.991(-0.009) 50.08

100 1.069(0.069) 0.964(-0.036) 0.957(-0.043) 50.02

300 1.025(0.025) 0.939(-0.061) 0.930(-0.070) 50.12

500 1.007(0.007) 0.929(-0.071) 0.919(-0.081) 50.08

6 0.1 50 1.109(0.109) 1.001(0.001) 0.996(-0.004) 36.70

70 1.090(0.090) 0.991(-0.009) 0.987(-0.013) 36.80

100 1.073(0.073) 0.978(-0.022) 0.976(-0.024) 36.64

300 1.034(0.034) 0.956(-0.044) 0.953(-0.047) 36.92

500 1.023(0.023) 0.952(-0.048) 0.948(-0.052) 36.81

0.5 50 1.118(0.118) 1.003(0.003) 1.001(0.001) 36.92

70 1.095(0.095) 0.990(-0.010) 0.985(-0.015) 37.50

100 1.074(0.074) 0.977(-0.023) 0.973(-0.027) 37.22

300 1.034(0.034) 0.953(-0.047) 0.948(-0.052) 37.36

500 1.022(0.022) 0.948(-0.052) 0.942(-0.058) 37.22

0.6 50 1.128(0.128) 1.000(0.000) 0.994(-0.006) 38.23

70 1.084(0.084) 0.969(-0.031) 0.962(-0.038) 37.98

100 1.072(0.072) 0.968(-0.032) 0.962(-0.038) 38.21

300 1.027(0.027) 0.940(-0.060) 0.931(-0.069) 38.02

500 1.015(0.015) 0.938(-0.062) 0.928(-0.072) 38.05

표 2.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추정치 비교

(=0.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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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censored(%)k  n Intcox(bias) Mid(bias) Right(bias)

2 0.1 50 1.132(0.132) 1.022(0.022) 1.020(0.020) 69.79

70 1.107(0.107) 1.017(0.017) 1.013(0.013) 70.37

100 1.041(0.041) 0.968(-0.032) 0.965(-0.035) 69.87

300 1.004(0.004) 0.949(-0.051) 0.946(-0.054) 69.88

500 0.986(-0.014) 0.941(-0.059) 0.937(-0.063) 70.05

0.5 50 1.136(0.136) 1.021(0.021) 1.016(0.016) 69.40

70 1.094(0.094) 1.000(0.000) 0.995(-0.005) 68.93

100 1.042(0.042) 0.958(-0.042) 0.955(-0.045) 69.17

300 0.985(-0.015) 0.933(-0.067) 0.928(-0.072) 69.05

500 0.976(-0.024) 0.928(-0.072) 0.923(-0.077) 69.08

0.6 50 1.176(0.176) 1.028(0.028) 1.026(0.026) 67.50

70 1.092(0.092) 0.973(-0.027) 0.966(-0.034) 67.89

100 1.043(0.043) 0.948(-0.052) 0.941(-0.059) 67.95

300 0.981(-0.019) 0.922(-0.078) 0.913(-0.087) 67.79

500 0.962(-0.038) 0.909(-0.091) 0.898(-0.102) 67.82

4 0.1 50 1.100(0.100) 0.986(-0.014) 0.986(-0.014) 50.67

70 1.090(0.090) 0.990(-0.010) 0.989(-0.011) 50.51

100 1.064(0.064) 0.966(-0.034) 0.963(-0.037) 50.54

300 1.034(0.034) 0.957(-0.043) 0.952(-0.048) 50.65

500 1.019(0.019) 0.946(-0.054) 0.943(-0.057) 50.45

0.5 50 1.113(0.113) 0.996(-0.004) 0.991(-0.009) 50.39

70 1.098(0.098) 0.990(-0.010) 0.987(-0.013) 50.34

100 1.067(0.067) 0.971(-0.029) 0.966(-0.034) 49.82

300 1.026(0.026) 0.947(-0.053) 0.941(-0.059) 50.29

500 1.017(0.017) 0.945(-0.055) 0.939(-0.061) 50.31

0.6 50 1.125(0.125) 0.991(-0.009) 0.988(-0.012) 50.36

70 1.079(0.079) 0.962(-0.038) 0.957(-0.043) 50.08

100 1.072(0.072) 0.965(-0.035) 0.958(-0.042) 50.02

300 1.023(0.023) 0.934(-0.066) 0.924(-0.076) 50.12

500 1.011(0.011) 0.933(-0.067) 0.923(-0.077) 50.08

6 0.1 50 1.126(0.126) 1.014(0.014) 1.009(0.009) 36.70

70 1.081(0.081) 0.981(-0.019) 0.977(-0.023) 36.80

100 1.068(0.068) 0.972(-0.028) 0.969(-0.031) 36.64

300 1.037(0.037) 0.959(-0.041) 0.956(-0.044) 36.92

500 1.026(0.026) 0.957(-0.043) 0.953(-0.047) 36.81

0.5 50 1.104(0.104) 0.989(-0.011) 0.987(-0.013) 36.92

70 1.089(0.089) 0.983(-0.017) 0.980(-0.020) 37.50

100 1.075(0.075) 0.973(-0.027) 0.969(-0.031) 37.22

300 1.030(0.030) 0.950(-0.050) 0.945(-0.055) 37.36

500 1.024(0.024) 0.952(-0.048) 0.946(-0.054) 37.22

0.6 50 1.108(0.108) 0.979(-0.021) 0.971(-0.029) 38.23

70 1.083(0.083) 0.970(-0.030) 0.964(-0.036) 37.98

100 1.067(0.067) 0.957(-0.043) 0.949(-0.051) 38.21

300 1.031(0.031) 0.946(-0.054) 0.936(-0.064) 38.02

500 1.015(0.015) 0.938(-0.062) 0.930(-0.070) 38.05

표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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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censored(%)k  n Intcox(bias) Mid(bias) Right(bias)

2 0.1 50 1.151(0.151) 1.008(0.008) 1.007(0.007) 49.97

70 1.088(0.088) 0.974(-0.026) 0.970(-0.030) 50.18

100 1.048(0.048) 0.958(-0.042) 0.955(-0.045) 50.12

300 0.995(-0.005) 0.931(-0.069) 0.929(-0.071) 49.95

500 0.983(-0.017) 0.928(-0.072) 0.926(-0.074) 49.92

0.5 50 1.151(0.151) 0.988(-0.012) 0.986(-0.014) 49.92

70 1.089(0.089) 0.964(-0.036) 0.963(-0.037) 49.85

100 1.061(0.061) 0.954(-0.046) 0.952(-0.048) 49.89

300 1.000(0.000) 0.924(-0.076) 0.922(-0.078) 49.97

500 0.987(-0.013) 0.922(-0.078) 0.919(-0.081) 49.79

0.6 50 1.137(0.137) 0.964(-0.036) 0.960(-0.040) 49.92

70 1.092(0.092) 0.943(-0.057) 0.940(-0.060) 49.46

100 1.056(0.056) 0.933(-0.067) 0.931(-0.069) 49.76

300 0.998(-0.002) 0.907(-0.093) 0.904(-0.096) 49.81

500 0.983(-0.017) 0.901(-0.099) 0.897(-0.103) 49.63

4 0.1 50 1.114(0.114) 0.990(-0.010) 0.988(-0.012) 26.15

70 1.101(0.101) 0.986(-0.014) 0.984(-0.016) 26.27

100 1.070(0.070) 0.965(-0.035) 0.963(-0.037) 26.00

300 1.035(0.035) 0.949(-0.051) 0.947(-0.053) 26.54

500 1.025(0.025) 0.946(-0.054) 0.943(-0.057) 26.48

0.5 50 1.117(0.117) 0.981(-0.019) 0.979(-0.021) 27.77

70 1.086(0.086) 0.957(-0.043) 0.954(-0.046) 27.40

100 1.070(0.070) 0.953(-0.047) 0.950(-0.050) 27.14

300 1.034(0.034) 0.937(-0.063) 0.935(-0.065) 27.47

500 1.014(0.014) 0.928(-0.072) 0.925(-0.075) 27.30

0.6 50 1.132(0.132) 0.974(-0.026) 0.972(-0.028) 28.82

70 1.089(0.089) 0.951(-0.049) 0.948(-0.052) 28.94

100 1.074(0.074) 0.943(-0.057) 0.941(-0.059) 28.68

300 1.035(0.035) 0.925(-0.075) 0.922(-0.078) 28.84

500 1.012(0.012) 0.913(-0.087) 0.910(-0.090) 28.73

6 0.1 50 1.084(0.084) 1.000(0.000) 0.999(-0.001) 15.01

70 1.055(0.055) 0.978(-0.022) 0.977(-0.023) 15.06

100 1.042(0.042) 0.966(-0.034) 0.964(-0.036) 14.94

300 1.016(0.016) 0.950(-0.050) 0.948(-0.052) 14.93

500 1.005(0.005) 0.946(-0.054) 0.944(-0.056) 14.89

0.5 50 1.073(0.073) 0.986(-0.014) 0.984(-0.016) 16.65

70 1.061(0.061) 0.974(-0.026) 0.972(-0.028) 16.22

100 1.043(0.043) 0.961(-0.039) 0.959(-0.041) 16.43

300 1.009(0.009) 0.936(-0.064) 0.933(-0.067) 16.31

500 1.005(0.005) 0.940(-0.060) 0.937(-0.063) 16.29

0.6 50 1.073(0.073) 0.971(-0.029) 0.968(-0.032) 18.23

70 1.054(0.054) 0.956(-0.044) 0.954(-0.046) 18.02

100 1.045(0.045) 0.953(-0.047) 0.950(-0.050) 17.91

300 1.017(0.017) 0.932(-0.068) 0.928(-0.072) 18.15

500 1.002(0.002) 0.922(-0.078) 0.919(-0.081) 18.03

표 3.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추정치 비교

(=0.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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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censored(%)k  n Intcox(bias) Mid(bias) Right(bias)

2 0.1 50 1.132(0.132) 0.989(-0.011) 0.989(-0.011) 49.97

70 1.088(0.088) 0.976(-0.024) 0.974(-0.026) 50.18

100 1.050(0.050) 0.957(-0.043) 0.955(-0.045) 50.12

300 1.002(0.002) 0.942(-0.058) 0.940(-0.060) 49.95

500 0.986(-0.014) 0.933(-0.067) 0.930(-0.070) 49.92

0.5 50 1.163(0.163) 1.003(0.003) 1.001(0.001) 49.92

70 1.090(0.090) 0.962(-0.038) 0.961(-0.039) 49.85

100 1.054(0.054) 0.941(-0.059) 0.940(-0.060) 49.89

300 1.003(0.003) 0.930(-0.070) 0.927(-0.073) 49.97

500 0.982(-0.018) 0.918(-0.082) 0.915(-0.085) 49.79

0.6 50 1.151(0.151) 0.985(-0.015) 0.979(-0.021) 49.92

70 1.107(0.107) 0.962(-0.038) 0.959(-0.041) 49.46

100 1.073(0.073) 0.940(-0.060) 0.937(-0.063) 49.76

300 0.998(-0.002) 0.908(-0.092) 0.905(-0.095) 49.81

500 0.987(-0.013) 0.904(-0.096) 0.901(-0.099) 49.63

4 0.1 50 1.113(0.113) 0.985(-0.015) 0.983(-0.017) 26.15

70 1.088(0.088) 0.975(-0.025) 0.972(-0.028) 26.27

100 1.069(0.069) 0.965(-0.035) 0.963(-0.037) 26.00

300 1.035(0.035) 0.950(-0.050) 0.947(-0.053) 26.54

500 1.016(0.016) 0.937(-0.063) 0.935(-0.065) 26.48

0.5 50 1.121(0.121) 0.988(-0.012) 0.988(-0.012) 27.77

70 1.091(0.091) 0.966(-0.034) 0.963(-0.037) 27.40

100 1.071(0.071) 0.955(-0.045) 0.952(-0.048) 27.14

300 1.030(0.030) 0.934(-0.066) 0.931(-0.069) 27.47

500 1.018(0.018) 0.931(-0.069) 0.928(-0.072) 27.30

0.6 50 1.132(0.132) 0.971(-0.029) 0.967(-0.033) 28.82

70 1.101(0.101) 0.958(-0.042) 0.954(-0.046) 28.94

100 1.064(0.064) 0.934(-0.066) 0.932(-0.068) 28.68

300 1.032(0.032) 0.924(-0.076) 0.920(-0.080) 28.84

500 1.021(0.021) 0.920(-0.080) 0.917(-0.083) 28.73

6 0.1 50 1.072(0.072) 0.991(-0.009) 0.990(-0.010) 15.01

70 1.054(0.054) 0.979(-0.021) 0.978(-0.022) 15.06

100 1.039(0.039) 0.966(-0.034) 0.964(-0.036) 14.94

300 1.016(0.016) 0.952(-0.048) 0.949(-0.051) 14.93

500 1.006(0.006) 0.947(-0.053) 0.945(-0.055) 14.89

0.5 50 1.078(0.078) 0.991(-0.009) 0.989(-0.011) 16.65

70 1.060(0.060) 0.975(-0.025) 0.973(-0.027) 16.22

100 1.051(0.051) 0.966(-0.034) 0.964(-0.036) 16.43

300 1.015(0.015) 0.942(-0.058) 0.939(-0.061) 16.31

500 1.006(0.006) 0.940(-0.060) 0.938(-0.062) 16.29

0.6 50 1.079(0.079) 0.980(-0.020) 0.977(-0.023) 18.23

70 1.059(0.059) 0.959(-0.041) 0.956(-0.044) 18.02

100 1.034(0.034) 0.941(-0.059) 0.938(-0.062) 17.91

300 1.012(0.012) 0.927(-0.073) 0.924(-0.076) 18.15

500 1.005(0.005) 0.926(-0.074) 0.922(-0.078) 18.03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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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censored(%)k  n Intcox(bias) Mid(bias) Right(bias)

2 0.1 50 1.138(0.138) 0.944(-0.056) 0.942(-0.058) 35.49

70 1.093(0.093) 0.928(-0.072) 0.925(-0.075) 35.96

100 1.044(0.044) 0.907(-0.093) 0.905(-0.095) 35.84

300 0.995(-0.005) 0.894(-0.106) 0.892(-0.108) 35.80

500 0.981(-0.019) 0.892(-0.108) 0.889(-0.111) 35.78

0.5 50 1.140(0.140) 0.929(-0.071) 0.927(-0.073) 36.31

70 1.082(0.082) 0.910(-0.090) 0.907(-0.093) 36.46

100 1.040(0.040) 0.888(-0.112) 0.885(-0.115) 36.23

300 0.995(-0.005) 0.877(-0.123) 0.873(-0.127) 36.43

500 0.982(-0.018) 0.877(-0.123) 0.874(-0.126) 36.53

0.6 50 1.148(0.148) 0.903(-0.097) 0.899(-0.101) 37.31

70 1.110(0.110) 0.908(-0.092) 0.905(-0.095) 37.39

100 1.057(0.057) 0.882(-0.118) 0.878(-0.122) 37.20

300 1.003(0.003) 0.862(-0.138) 0.857(-0.143) 37.14

500 0.984(-0.016) 0.857(-0.143) 0.853(-0.147) 37.28

4 0.1 50 1.066(0.066) 0.941(-0.059) 0.939(-0.061) 14.71

70 1.029(0.029) 0.920(-0.080) 0.918(-0.082) 14.63

100 1.010(0.010) 0.918(-0.082) 0.916(-0.084) 14.95

300 0.988(-0.012) 0.906(-0.094) 0.903(-0.097) 14.88

500 0.979(-0.021) 0.901(-0.099) 0.898(-0.102) 14.82

0.5 50 1.069(0.069) 0.931(-0.069) 0.927(-0.073) 16.37

70 1.039(0.039) 0.917(-0.083) 0.914(-0.086) 16.24

100 1.012(0.012) 0.905(-0.095) 0.901(-0.099) 16.23

300 0.988(-0.012) 0.894(-0.106) 0.891(-0.109) 16.23

500 0.973(-0.027) 0.886(-0.114) 0.883(-0.117) 16.16

0.6 50 1.070(0.070) 0.919(-0.081) 0.918(-0.082) 18.19

70 1.042(0.042) 0.911(-0.089) 0.907(-0.093) 17.94

100 1.020(0.020) 0.897(-0.103) 0.894(-0.106) 17.83

300 0.985(-0.015) 0.874(-0.126) 0.870(-0.130) 18.03

500 0.977(-0.023) 0.872(-0.128) 0.869(-0.131) 18.03

6 0.1 50 1.023(0.023) 0.950(-0.050) 0.949(-0.051) 7.24

70 0.987(-0.013) 0.937(-0.063) 0.934(-0.066) 7.10

100 0.976(-0.024) 0.924(-0.076) 0.921(-0.079) 7.03

300 0.958(-0.042) 0.906(-0.094) 0.904(-0.096) 7.09

500 0.957(-0.043) 0.905(-0.095) 0.902(-0.098) 7.09

0.5 50 1.026(0.026) 0.945(-0.055) 0.943(-0.057) 8.37

70 0.986(-0.014) 0.920(-0.080) 0.917(-0.083) 8.31

100 0.971(-0.029) 0.912(-0.088) 0.910(-0.090) 8.21

300 0.958(-0.042) 0.897(-0.103) 0.894(-0.106) 8.26

500 0.954(-0.046) 0.895(-0.105) 0.891(-0.109) 8.27

0.6 50 1.006(0.006) 0.923(-0.077) 0.919(-0.081) 9.95

70 0.976(-0.024) 0.906(-0.094) 0.903(-0.097) 9.91

100 0.965(-0.035) 0.894(-0.106) 0.891(-0.109) 9.98

300 0.954(-0.046) 0.881(-0.119) 0.877(-0.123) 9.94

500 0.947(-0.053) 0.876(-0.124) 0.872(-0.128) 9.90

표 4.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추정치 비교

(=0.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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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censored(%)k  n Intcox(bias) Mid(bias) Right(bias)

2 0.1 50 1.126(0.126) 0.936(-0.064) 0.933(-0.067) 35.49

70 1.084(0.084) 0.917(-0.083) 0.915(-0.085) 35.96

100 1.049(0.049) 0.908(-0.092) 0.906(-0.094) 35.84

300 0.992(-0.008) 0.893(-0.107) 0.891(-0.109) 35.80

500 0.977(-0.023) 0.888(-0.112) 0.885(-0.115) 35.78

0.5 50 1.141(0.141) 0.928(-0.072) 0.925(-0.075) 36.31

70 1.081(0.081) 0.908(-0.092) 0.904(-0.096) 36.46

100 1.056(0.056) 0.899(-0.101) 0.895(-0.105) 36.23

300 1.000(0.000) 0.883(-0.117) 0.880(-0.120) 36.43

500 0.983(-0.017) 0.877(-0.123) 0.874(-0.126) 36.53

0.6 50 1.174(0.174) 0.938(-0.062) 0.935(-0.065) 37.31

70 1.097(0.097) 0.891(-0.109) 0.888(-0.112) 37.39

100 1.071(0.071) 0.888(-0.112) 0.884(-0.116) 37.20

300 0.996(-0.004) 0.858(-0.142) 0.854(-0.146) 37.14

500 0.988(-0.012) 0.860(-0.140) 0.856(-0.144) 37.28

4 0.1 50 1.064(0.064) 0.939(-0.061) 0.937(-0.063) 14.71

70 1.036(0.036) 0.928(-0.072) 0.925(-0.075) 14.63

100 1.006(0.006) 0.914(-0.086) 0.912(-0.088) 14.95

300 0.988(-0.012) 0.905(-0.095) 0.902(-0.098) 14.88

500 0.978(-0.022) 0.900(-0.100) 0.898(-0.102) 14.82

0.5 50 1.074(0.074) 0.932(-0.068) 0.929(-0.071) 16.37

70 1.037(0.037) 0.914(-0.086) 0.911(-0.089) 16.24

100 1.021(0.021) 0.912(-0.088) 0.909(-0.091) 16.23

300 0.986(-0.014) 0.891(-0.109) 0.888(-0.112) 16.23

500 0.976(-0.024) 0.888(-0.112) 0.885(-0.115) 16.16

0.6 50 1.083(0.083) 0.926(-0.074) 0.923(-0.077) 18.19

70 1.028(0.028) 0.894(-0.106) 0.891(-0.109) 17.94

100 1.010(0.010) 0.891(-0.109) 0.887(-0.113) 17.83

300 0.987(-0.013) 0.877(-0.123) 0.873(-0.127) 18.03

500 0.974(-0.026) 0.871(-0.129) 0.867(-0.133) 18.03

6 0.1 50 1.030(0.030) 0.958(-0.042) 0.957(-0.043) 7.24

70 0.995(-0.005) 0.940(-0.060) 0.938(-0.062) 7.10

100 0.967(-0.033) 0.914(-0.086) 0.913(-0.087) 7.03

300 0.960(-0.040) 0.908(-0.092) 0.906(-0.094) 7.09

500 0.953(-0.047) 0.901(-0.099) 0.898(-0.102) 7.09

0.5 50 1.009(0.009) 0.936(-0.064) 0.934(-0.066) 8.37

70 0.985(-0.015) 0.922(-0.078) 0.918(-0.082) 8.31

100 0.967(-0.033) 0.911(-0.089) 0.910(-0.090) 8.21

300 0.953(-0.047) 0.893(-0.107) 0.890(-0.110) 8.26

500 0.952(-0.048) 0.893(-0.107) 0.890(-0.110) 8.27

0.6 50 0.999(-0.001) 0.917(-0.083) 0.915(-0.085) 9.95

70 0.989(-0.011) 0.913(-0.087) 0.910(-0.090) 9.91

100 0.968(-0.032) 0.904(-0.096) 0.901(-0.099) 9.98

300 0.950(-0.050) 0.878(-0.122) 0.874(-0.126) 9.94

500 0.946(-0.054) 0.877(-0.123) 0.872(-0.128) 9.90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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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k=4

k=6

그림 1. 추정된 ,
 (=0.1,  2, =0.1, 0.5, 0.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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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k=4

k=6

그림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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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k=4

k=6

그림 2. 추정된 ,
 (=0.1,  2, =0.1, 0.5, 0.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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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k=4

k=6

그림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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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k=4

k=6

그림 3. 추정된 ,
 (=0.1,  2, =0.1, 0.5, 0.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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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k=4

k=6

그림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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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모의실험2

표 5, 6, 7은 모의실험2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본크기가 50일 때 반

으로 Intcox 방법은 Mid방법과 Right방법에 비해 bias가 큰 것으로 나타났

으나, 평균 측주기가 늘어날수록 bias가 어드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95% coverage rate은 부분 0.95의 값에 가까운 값을 가지나 특히 right

censored %가 작을수록 Intcox방법의 경우 Mid방법과 Right방법에 비해 근소

하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id방법과 Right

방법은 부분 비슷한 95% coverage rate과 bias를 보 다. 한 평균 측주

기가 동일할 경우 k가 증가함에 따라 right censored%는 감소하게 되고 그때

세 방법은 bias가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2,3에 실린 각

설정에 한 추정된 과
의 상자그림을 살펴보면 표본크기가 50일 경우

Intcox 방법은 다른 두 방법에 비해 실제 값보다 과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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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right

censored(%)
len Estimate SD Bias 95% coverage Estimate SD Bias 95% coverage



Intcox 1.140 0.403 0.140 0.965 1.116 0.410 0.116 0.961

68.92Mid 1.026 0.354 0.026 0.948 1.011 0.390 0.011 0.920

Right 1.026 0.353 0.026 0.952 1.007 0.381 0.007 0.920



Intcox 1.149 0.323 0.149 0.948 1.136 0.324 0.136 0.965

49.97Mid 1.007 0.277 0.136 0.943 0.998 0.283 -0.002 0.941

Right 1.007 0.278 0.007 0.940 0.996 0.282 -0.004 0.944



Intcox 1.161 0.305 0.161 0.946 1.133 0.315 0.133 0.947

35.99Mid 0.962 0.248 -0.038 0.919 0.942 0.252 -0.058 0.905

Right 0.961 0.248 -0.039 0.912 0.941 0.252 -0.059 0.911

표 5.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추정치 비교 (n=50, =0.1,  2, =0.1, =1, =1, k=2)

SD : Empirical standard deviation of the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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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right

censored(%)
len Estimate SD Bias 95% coverage Estimate SD Bias 95% coverage



Intcox 1.141 0.304 0.141 0.951 1.128 0.319 0.128 0.954

50.52Mid 1.033 0.287 0.030 0.941 1.020 0.298 0.020 0.943

Right 1.030 0.288 0.030 0.943 1.017 0.298 0.017 0.947



Intcox 1.133 0.255 0.133 0.959 1.117 0.260 0.117 0.957

26.16Mid 1.002 0.228 0.002 0.941 0.989 0.232 -0.011 0.938

Right 1.000 0.228 0.000 0.945 0.987 0.231 -0.013 0.936



Intcox 1.085 0.248 0.085 0.952 1.064 0.237 0.064 0.963

14.62Mid 0.956 0.218 -0.044 0.924 0.941 0.215 -0.059 0.909

Right 0.955 0.219 -0.045 0.923 0.939 0.215 -0.061 0.906

표 6.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추정치 비교 (n=50, =0.1,  2, =0.1, =1, =1, k=4)

SD : Empirical standard deviation of the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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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right

censored(%)
len Estimate SD Bias 95% coverage Estimate SD Bias 95% coverage



Intcox 1.137 0.270 0.137 0.950 1.114 0.275 0.114 0.952

36.89Mid 1.027 0.255 0.027 0.945 1.008 0.262 0.008 0.950

Right 1.027 0.256 0.027 0.942 1.005 0.262 0.005 0.950



Intcox 1.085 0.226 0.085 0.959 1.069 0.228 0.069 0.965

14.7Mid 1.000 0.213 0.000 0.953 0.987 0.214 -0.013 0.944

Right 0.999 0.213 -0.001 0.956 0.986 0.212 -0.014 0.945



Intcox 1.028 0.220 0.028 0.947 1.012 0.211 0.012 0.956

6.92Mid 0.955 0.209 -0.045 0.924 0.944 0.209 -0.056 0.914

Right 0.954 0.210 -0.046 0.922 0.942 0.209 -0.058 0.917

표 7. 1000번의 모의실험을 통한 각 방법의 추정치 비교 (n=50, =0.1,  2, =0.1, =1, =1, k=6)

SD : Empirical standard deviation of the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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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추정된 ,
에 한 상자그림 (n=50, =0.1,  2, =0.1, =1, =1,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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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추정된 ,
에 한 상자그림 (n=50, =0.1,  2, =0.1, =1, =1, 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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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정된 ,
에 한 상자그림 (n=50, =0.1,  2, =0.1, =1, =1, 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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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고찰

본 논문에서는 구간 도 단 자료의 형태와 구간 도 단 자료에서 공변량

을 추정하는 방법에 해 알아보았다. 구간 도 단 자료는 정확한 사건발생

시간이 측되지 않고 그 시간을 포함한 두 구간이 측된 자료를 의미하

다. 이러한 구간 도 단 자료에서 공변량을 추정하기 해 회귀계수의 NPMLE

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Finkelstein (1985)은 Newton-Rapson 알고리

즘 제안하 고 Pan (1999)은 Geoeneboom and Wallner (1992)의 ICM 알고리즘

을 이용하 다. 통계소 트웨어 R 로그램의 “Intcox” 패키지는 Henschel

(2007)이 PAN (1999)이 제안한 방법을 구 한 것으로 구간 도 단 자료 분석

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분석도구이며, 구간 도 단 자료를 측된 두 구

간의 평균값으로 치하는 평균 치방법과 심 있는 사건발생 마지막

측시 으로 치하는 우측 치방법은 구간 도 단 자료를 우측 도 단 자

료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방법이

다.

모의실험 결과 표본크기 n이 작은 경우 Intcox방법은 Mid방법이나 Right방

법에 비해 bias가 높게 나왔으나 부분의 경우에서 95% coverage rate은

Intcox가 더 안정 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본크기 n이 클 경

우 Mid방법이나 Right방법은 실제 값보다 과소 추정된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right censored %가 40%이하인 경우에도 Mid방법이나 Right방법

은 실제 값보다 과소 추정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Mid방법은

Right방법에 비해 평균 측주기, right censored% 에 계없이 부분 bias

가 었다. 결론 으로 많은 임상에서는 계산하기 쉽고 비교 안정 인 추정

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Mid방법이나 Right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표

본크기 n이 작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는 Mid방법이나 Right방법은

과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간 도 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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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estimation methods of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ith interval-censored data

Park, Sung Hwan

Dept. of Biostatistics and Comput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urvival analysis is one of analysis methods that are commonly used in

clinical research. In case of these researches, however, the

interesting event can be observed as interval rather than exact

observation time. When dealing with the interval censored data, we

widely use the imputation methods such as mean imputation and right

imputation. The mean imputation replace the mean value of interval, and

the right imputation replace the right value in interval. However,

these methods can cause a bias in the process of estimation.

In this paper,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estimation,

we compare the three methods which are the mean imputation, right

imputation and iterative convex minorant (ICM) proposed by Pan through

the simulation studies, and evaluate the results of three methods

approach in terms of bias and 95% coverage rate. When we considered the

sample size with less than 100, the results suggest that ICM method is

stable showing 95% coverage rate compared with two methods, even though

ICM method has the high bias. We also identified the underestimation in

mean and right imputations when increasing the samp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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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mean and right imputations were widely used because of

the easy computation and stable estimation, it can bring about the

underestimation. Thus, we require the best of care for analyzing the

interval censored data in clinical tri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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