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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랜드마크 분석과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의 비교

: 중간사건이 있는 자료1)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종속 공변량에 따른 생존시간을 비교할 때

Guarantee-time bias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종속

공변량(time-dependent covariate) 콕스모형과 landmark method를 사용해 왔

다. 두 모형에서 나온 회귀계수 간의 관계는 수학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간종속 공변량(time-dependent covariate) 콕스모형을 True model이

라고 가정 하고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 대비 landmark method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여러 개의 landmark 시점을 pooling하는 multiple landmarking도

함께 평가하였다. 이론 및 모의실험과 실제 자료 적용을 통해 시간종속 공변

량 콕스모형에 비해 landmark분석에 효과크기가 삭감되는(toward null

hypothesis)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향성은 중도절단 비율이 감소할수

록, 중간사건 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Multiple landmarking에서는

MSE 측면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으나 편의, 검정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편향되지 않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의 중도절단 분포와 중간사건 발

생 시점을 파악하여 landmark 시점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핵심어 : Guarantee-time bias, 중간 사건, Time-dependent covariate,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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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uarantee-time bias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는 치료를 받은 환자와 받지 못한 환자 혹은 질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의 생존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고전적으로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사용

해 왔다. 그런데 가령 심장병 환자에서 심장이식에 따른 생존시간을 본다거나

방광절제술 후 항암 화학요법의 치료효과를 평가할 때 우리는 시간종속 공변

량을 다루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생존함수 추정의 근간이 되는 시

간 0에서 치료여부나 질환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만일, 시간

0 이후에 중간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중간사건 발생 경험 여부로 나누어 생

존함수를 비교한다면 흔히 말하는 guarantee-time bias를 야기할 수 있다.

Guarantee-time bias, Immortal time bias라고도 말하는 이 편의는 모든 개체

가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아서 생기는 편의

이다. 중간사건이 발생한 환자는 중간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반드시 생존해야

한다. 이에, 중간사건이 발생한 환자의 생존함수가 과대 추정되는 편의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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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런 편의를 극복하고자 통계학자들은 다양한 생존함수 추정방법을

고안해 왔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이다. 여기서 시간 t에

서의 Hazard는 시간 t의 시간종속 공변량 X(t)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객체가 모든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완벽하게 구

체화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landmark분석이다(Anderson, Cain, and Gelber

1983).. 이 분석은 연구자가 임의의 시간 landmark를 설정함으로써 구체화된다.

이 시점이 정해지면, 이 시점에서 확인된 중간사건 경험 여부를 이용하여 두

군간 생존함수를 비교하며 이 시간까지 추적되지 않은 환자(사망하거나 중도

절단)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landmark 분석에서는 landmark 설정이 매

우 중요하다. landmark를 너무 크게 잡으면 이 전에 사망한 환자는 분석대상

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클 수 있고, landmark를 너무 작게 잡으

면 충분한 중간사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석에도

유의해야 한다. landmark 시점까지 생존한 개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landmark까지 생존했다는 조건 하에 두 군간의 생존확률을 비교한 셈이다.

두 방법을 비교하자면, landmark분석은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landmark

시점 s에서 X(s)=1인 개체와 X(s)=0인 개체를 비교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

나 landmark 분석은 일부 개체를 사용하고, landmark 시점 이전에 사건발생

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검정력이 감소한다(Mi X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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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Guarantee-time bias를 극복하고자 고안된 두 방법, 시간종

속 공변량 콕스모형과 landmark 분석에서 추정된 효과크기의 관계를 이론적

으로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있다. 비교를 위해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을

True model이라고 가정하였으며, 공변량 는 중간사건 경험여부(Intermediate

event)로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이분형 자료로 하였다. 이론적 관계를 도출하

기 앞서, time-dependent coefficients (time varying effect) cox model의 이해

가 필요하였다. 최종적으로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true model) 대비

landmark 분석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landmark 시점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landmark 시점을

pooling하는 multiple landmarking도 함께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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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표기법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 를 중간사건 여부, 즉 돌이킬 수 없는 이분형

자료로 한다. 중간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은  , 중간사

건을 경험하고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은  , 중간사건까지 걸리는 시간을 라

한다. 이때, 중간사건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이분형 확률 변수 Z는

   로 정의한다.  ,  , 의 확률밀도함수는 각각     

로 표기하고, 각각의 생존함수는     로 한다.

2.2. Cox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Cain, and Gelber (1983)와 Nam and Zelen

(2001) 연구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기로 한다. 먼저, Cox 비례위험모형은 시간

t에 관계없이 공변량에 대한 위험비가 일정하다는 기본가정을 가지고 공변량

과 생존시간의 관계를 위험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lim∆ →∆
  ≤ ≤ ∆ ≥ 

 exp

이때 T는 생존시간, X는 고정된 공변량,  는 분포가정이 주어져

있지 않은 기저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로 공변량이 0일 때 시점 t에서

의 순간 위험률을 의미한다. exp는 공변량에 대한 위험비의 크기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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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변량 X가 한 단위 증가 할 때 사건이 일어날 위험률이 exp배만큼 감
소 혹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exp





이기 때문

에 생존함수는 다음과 같다.

  exp




 


Cox 비례위험모형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위험비가 동일하다는 비례

위험가정을 한다. 이 비례위험가정을 평가하기 위해, 생존곡선(추정 누적 위험

함수의 로그)을 그리거나 Schoenfeld의 편잔차를 계산할 수 있다. 모형가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배될 수 있는데 X의 효과가 비선형적이거나 addictive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X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다음의 모형들

이 그러한 경우를 보여준다.

2.3. time-dependent coefficients model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를 정의함

으로서 시간 에서의 위험자 수에 근거한 의 즉각적인 효과를 설명할 수 있

다.

   exp

추적관찰기간이 길거나 공변량의 효과크기가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

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에 사용하며, 특정 시점별로 다르게 효과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게 우리의 관심사는 특정 시점에서의 생존률에 차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즉각적인 효과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우리가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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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심있는 시간 까지의 위험비(=exp())를 추정하기 위해 가중평균으로

써 하나의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2.4. time-dependent covariate model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점에서의 공변량 를 , 시간종속 공변량

이라고 한다면,  {    }는 시간 이전에 최종 확인된 기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가 주어졌을 때, 시간종속 공변량 를 포함한

콕스 비례위험 모형은 다음과 같다.

  lim∆ →∆
  ≤ ≤ ∆ ≥ 

 exp 

2.5. landmark analysis

Anderson, Cain, and Gelber (1983)가 제안한 landmark 분석은 먼저

landmark 시점을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landmark 시점을 라 한다면 

시점에서의 위험자 수에 근거하여 시점에서의 중간사건 경험유무 의 효

과를 평가하게 된다. 즉, landmark 에 기반한 위험함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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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확률로 나타난다. ≥  즉, 시간 까지 생존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lim∆ →∆
  ≤ ≤ ∆ ≥   ≥ 

  exp

각 개체의 관찰시간, 사건발생여부, 공변량을 각각    로 나타낸다

면, landmark 시점 에서  ≥ 를 만족하는 개체로 landmark set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대응되는 partial log-likelihood 함수를 도출할 수 있

다. 결국 이 때 추정된 회귀계수는 이 partial log-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값

이 된다.

    
 ≥ 




    ln 

 ≥  


    




두 그룹의 생존함수를 비교할 때 Landmark분석으로 Guarantee time

bias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Nam and Zelen (2001)의 연구에서 수식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만약   라면 사망이 중간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   가 되고 중간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에

서   시점에서 관측되고 이 때 생존함수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for   ≤   ∞

이를 이용하면, 다음 두 경우에 대한 조건부 밀도함수를 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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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이다. 이때, 중간사건 여부에 따른 생존

함수가 다르지 않다면, 즉,     이 성립한다면 조건부 밀도함수는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결국 ≠  이므로   ≠   임을 알 수 있고 이것

이 우리가 말하는 Guarantee time bias이다. 여기서 landmark 시점 가 주어

진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시점 s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fo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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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 성립한다면,                

로 두 조건부 밀도함수가 같아짐을 알 수 있다.

2.6. Time-dependent covariate model, landmarking의 관계

2.6.1. Measurement error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에서 추정된 효과크기와 landmark 분석에서

의 효과크기간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이

관계가 기저함수( )와 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

다. 실제로, 가 와 시점 사이에 급변한다면 당연히 보다는 가

와 더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와 의 굉장한 크기 차이를 기대

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의 변동과  ,  의 크기에 따라 가 얼마

나 변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와 같은 관계는 measurement error로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측정한 경시적 자료가 완벽하다면, 즉 시간종속 공변량 콕

스모형이 true model이라면 우리가 landmark 시점 에서 측정한 공변량 

는 실제 시점의 참값 와 measurement error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를 평균 0이고 동일한 분산 를 갖는 자기상관이 없

는 랜덤 noise로 가정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landmark 분석에서 관찰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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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함수    는 간단한 조건부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추가적으로 measurement error와 landmark 시점 가 모두 예후인자

가 아니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회귀계수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로 하겠다. 이때, landmark 시점 s가 예후인자가

아니라는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결

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결국    는 아래와 같이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의

기저함수와 추정된 회귀계수에 포함하는 조건부평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 

2.6.2. 중간사건이 발생한 자료

우리는 시간종속 공변량을 중간사건 발생여부로 보고 있으며, 0에서 1

상태로 바뀌지만 1에서 0으로는 바뀔 수 없는 즉,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간

주한다. 이에, 시간 와  사이에 상태가 에서 로 바뀔 확률을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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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ntermediate 
event (X=0)

Intermediate event 
(X=1)

Death

그림 2 중간사건 발생과 사망 상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여기서,    이고    이기 때문에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exp  
  

   

  

     

  

결과적으로, 에서 시점 사이에 중간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크면 클수

록,   는 보다 더 삭감된 효과(toward null hypothesis)를 갖게 된다.

반대로 중간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0에 가깝다면, 와   의 차이는 크

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시간종속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다면, 즉,   

(0이 아닌)로 고정된 효과를 갖는다면   는 시간 t에 따라 변하는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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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multiple landmarking

앞서 언급한대로 landmark분석에서는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에 비

해 삭감된 효과크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는 measurement error에서 비롯된

다. 결국 measurement error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landmark 시점을 잡는

것이 bias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이다. 이에 최근에는 landmark 시점을 여러

개 설정하여, measurement error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근본적으로 landmark

분석이 갖는 시점의 임의성이라는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여러 개의 landamark 시점을 설정한다. 각 landmark 시점에 의한

landmark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하나의 자료로 통합하여 ‘stack’ 자료를 만든

다. 그리고 landmark 시점을 층으로 하는 층화분석을 통해 pooling된 하나의

분석결과를 얻는다. 시간에 따라 varying한 효과를 가중평균을 사용해서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것과 같은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multiple

landmarking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는 landmark 시점 {   }라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이렇게 추정한 multiple landmark의 회귀계수는 integrated partial

log-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것과 같다. 이 때  는 비음수함수로써 ( =0

for ∉) 가능한 landmark 시점에 어떻게 가중치를 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실제로 특정 구간 안에서는 1로,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으로 정의한다.



- 13 -

   
∈
  

추정된 회귀계수는 sandwich procedure에 의해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공통된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유도되는 추정방정식에

개별 risk set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한다.



- 14 -

3. 모의시험

3.1. 모의시험 설계

본 논문에서는 모의실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중간사건과 사망

이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  ,  그리고 중도절단 자료를 생성하였다.

[1 단계] 모든 대상자의 과 는 각각 ∼ ,

∼ 를 이용하여 발생하였다. 이때 각 개체의 중간사건 경험은

와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중간사건 경험 비율 는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단계]  ≤이면 중간사건이 관측되지 않은 경우,  이면 중간사건

이 관측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분형 확률변수 는    로 정의하여

중간사건 여부를 나타낸다.

[3 단계] 중간사건이 관측된 경우의 사망시간을 생성하기 위해 의 생존함수

   exp 을 이용해 시점에서의 생존확률 를 구하고, 균등분포

에서 생성된 임의의 실수  가 생존확률이 되는 시점을 로 사용한다.

[4 단계]  ≤이면 중간사건이 관측되지 않은 경우, 을 시간 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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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면 중간사건이 관측되는 경우, 시간 를 로 한다.

[5 단계] 중도절단 시간은 균등분포 에서 생성하였는데, 이때 는 중도

절단 비율이 5%, 10%, 20%에 해당하는 값으로 경험적(empirical)으로 정의하

였다.

[6 단계] landmark method에서 landmark time은 의 중위수와 1사분위수, 3

사분위수를 사용하였다. multiple landmarking을 할 때, landmark time이 3개

인 경우에는 의 중위수와 제 1 사분위수, 제 3 사분위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4개인 경우에는 의 20 백분위수, 40 백분위수, 60 백분위수, 80 백분위수를

사용하며, 9개인 경우 의 10 백분위수부터 90백분위수까지 사용하기로 한다.

3.2. 모의시험 결과

[표1]부터 [표6]까지는 true HR(Hazard ratio)=1로 설정한 경우로 각각

     를 갖는 지수분포와            를 갖는 와이블 분

포를 가정하여 자료를 발생하였다. 이때, 표본수를 500으로 하여 1000번의 모

의실험을 반복하였다. [표1]과 [표2]는 귀무가설( :중간사건여부와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 하에 1종 오류를 제시하였다. 1종 오류는 모의시험 1000번 중

에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

형에서는 1종 오류는 4.3%~6% 범위로 분포하였다. Landmark 분석의 1종 오

류도 3.5%~7.2% 분포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Multiple landmark 분

석에서도 1종 오류의 비율이 landmark 개수에 관계없이 3.8%~6.9%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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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부터 [표6]을 살펴보면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과, landmark분

석, multiple landmark분석 모든 경우에 편의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MSE(Mean Square Error)의 측면에서는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에 비해

landmark 분석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Multiple landmark를 적용했을

때는 MSE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andmark의 개수를 늘릴수록,

MSE는 감소하였다.

[표7]부터 [표12]까지는 true HR=0.7로 설정한 경우로 각각

     를 갖는 지수분포와           를 갖는 와이

블 분포를 가정하여 자료를 발생하였다. 이때, 표본수를500으로 하여 1000번의

모의실험을 반복하였다. [표7]과 [표8]는 귀무가설( :중간사건여부와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 하에 검정력을 제시하였다. 이 때, 검정력은 모의시험 1000번

중에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

모형에서는 검정력이 71%~88% 범위로 분포하였다. 그에 비해 landmark 분석

에서는 검정력이 8.7%~36.2%로 분포하였으며, multiple landmark에서는

16.7%~54.8%로 분포하였다. Multiple landmark 에서는 landmark 개수를 늘릴

수록 검정력이 증가하였지만 시간종속 공변량에 비해서는 여전히 검정력이 좋

지 않았다. 또한           를 가정했을 때, 1000번의 시행

중 대체로 모수가 수렴하지 않아 추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landmark 분석에서

나타났다. 중간사건 비율이 66%로 높고 중도절단이 존재하는데 landmark 시

점을 사분위수3로 너무 크게 잡은 것이 그 경우였다.

[표9]부터 [표12]를 살펴보면,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에서의 편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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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landmark 분석에서는 다소 편향된 결

과를 산출하였다. 이론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효과크기가 삭감되는 방향으

로 추정되었다. 그 삭감되는 정도의 크기는 중도절단 비율이 작을수록, 중간사

건 경험 비율이 증가할수록 심해졌다. Multiple landmark 분석에서는 MSE측

면에서는 개선되었으나 편의가 개선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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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자료 적용

본 연구는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과 landmark분석, multiple

landmark 분석의 효과크기와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사용될 실

제 자료는 이미 잘 알려진 Stanford heart transplant(1977) 자료이다. 이는 심

장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명단 103명의 환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발생 시

간은 대기자 명단으로 등록된 이후 사망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되며, 관심요인

은 사망에 대한 심장이식이다. 130명의 환자 중 69명이 심장이식을 받았으며

총 75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사망한 환자 중에 45명은 심장이식을 받고, 30

명은 심장이식을 받지 않았다. 카플란마이어 추정법에 의하면 중간 생존시간

은 2.51년이다. 심장이식에 중요한 예측요인은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에게서 측

정되는 mismatch 점수이다. 이는 임신한 여성의 항체반응에서 비롯되는 연속

적인 점수인데 기증자와 수여자의 비적합성을 반영한다. mismatch 점수의 중

앙값은 1.08(IQR : 0.75-1.58)이다. 높은 mismatch 점수를 갖는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들 간에는 심장이식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에 우리는 mismatch 점수에 따라 이 효과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는

mismatch 점수가 1.58이상이면서 심장이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새로운

시간종속 공변량을 정의하였다. 심장이식 받은 69명 중 1.58 이상의 mismatch

점수를 갖는 사람은 16명이었다.

먼저, 시간종속 공변량을 포함한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적합한 결과, 위

험비(HR)는 1.874 (95%CI : 0.9958-3.564)로 추정되었다. 이때 p-value<0.1로

서 marginal 유의성을 갖는다. 즉, mismatch 점수가 1.58이상이면서 심장이식

을 받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74배로 사망의 위험비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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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방법에 따른 생존함수의 비교

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Landmark method 결과를 확인하였

다. 이때, landmark 시점은 30(일), 45(일), 60(일)로 하였는데 이는 자료의 특

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2달 안에 중간

사건이 발생하였고, 2달 안에 사망하거나 중도절단 되는 사람의 비율도

37%(39/103)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landmark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landmark 시점을 30(일), 45(일), 60(일)로 하였을 때, 각각 HR가 1.154(96%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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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57-2.921), 1.425(95%CI : 0.5541-3.664), 1.741(95%CI : 0.7523-4.028)로

추정되었다.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에서의 회귀계수보다 작게 추정되는 경

향이 있었으며, 모든 p값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중도절단의 분포와 landmark 시점부터 시간 t까지의 중간사건 전환확률이 회

귀계수 삭감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multiple

landmark로 분석한 결과, HR은 1.426(95%CI : 0.6247-3.255)로 여전히 시간종

속 공변량 콕스모형에 비해 작게 추정되었으며 p값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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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고찰

두 모형의 회귀계수 값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measurement error에

서 비롯되었다. 결국 landmark 시점에서 국한된 정보를 사용하는 landmark

분석이 measurement error에 보다 영향을 받기 쉽고 이에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에 비해 회귀계수가 0을 향해 삭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의 정도는 true 회귀계수 값과 중도절단 비율이 감소할수록, 중간사건

경험률이 증가할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의실험 결과나 실제 자료를 이용

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편의는 여러

개의 landmark 시점을 동원한 multiple landmark분석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

여러 개의 landmark시점을 설정하는 Multiple landmark method가 안정적인

모수추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편의, 검정력 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성능을 보였다.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과 landmark 분석은 임상에서는 이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자료에서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 역시 measurement error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측정하는 경

시적 자료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시점에서 측정되기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료에서 두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고 비

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을 참값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했음을 주의해야 한다. Landmark분석의 회귀계수

는 참값에 비해 어떤 효과크기를 갖는지 그 차이가 어떤 요인에서 기인하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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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간종속 공변량으로 심장이식, 화학치료 여부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발생으로 국한하여 통계적 추론을 하였다. 그런데

실제 자료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간종속 공변량이 있다. 이를 테

면 시간종속 공변량으로 약물의 누적복용량과 같은 연속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약물 누적복용량에 따른 생존시간을 비교하고자 할

때,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과 landmark 분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회귀

계수는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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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4.5 4.9 4.4 4.8 5.2 6.1 5.4

50 5.5 5 5.6 5.5 5.1 6.2 6

66 4.5 4.9 4.5 6.3 4.6 5.4 5.3

5

33 5.5 5 6.2 4.5 6.7 6.5 6.7

50 5.1 5.5 5.2 5.8 5.9 6.1 6.2

66 5.4 3.5 3.6 6.5 4.2 4.7 4.5

10

33 5.8 5 5.4 4 6 5.9 6.4

50 5.6 5.4 5.5 5.2 6.4 6.2 5.7

66 4.6 4.7 5.2 5 4.5 5.2 4.7

20

33 5.7 5.2 6 5.4 6.1 5.6 6.9

50 4.5 5.2 5.6 5.3 5.2 5.9 6.3

66 4.5 4.5 4.3 7.2 4.2 3.9 3.8

표 1. 경험적 1종 오류(%) 추정치(true HR=1, N=500,         )

1) theta=0.25 : 20%, theta=0.5 : 33%, theta=1 : 50%, thet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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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4.4 5.5 5.8 5.9 6.2 6.1 6.8

50 5 4.9 5.1 4.9 5 5.1 5.4

66 5.1 5.5 4.6 4.7 5.1 5.3 5.7

5

33 4.3 4.3 4.8 6.3 5.6 6.3 6.5

50 5 4.9 5.7 5 5.3 5 4.5

66 4.9 5.5 5.1 6.4 6.4 5.5 5.8

10

33 4.3 4.7 4.3 6 6.6 5.5 6.1

50 5 4.9 4.8 4.4 5.4 6.1 5.2

66 5.5 6.3 6 6.7 6 5.2 6.3

20

33 5.5 4.6 5.2 4.1 6 5.9 6.7

50 5.2 5.6 5.3 4.4 5.1 6 6.3

66 6 5.1 4.9 5.6 6 5.8 6.8

표 2. 경험적 1종 오류(%) 추정치(true HR=1,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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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0.005 0.019 0.018 0.009 0.015 0.014 0.013

50 -0.003 0.002 0.003 -0.020 0.000 -0.003 -0.001

66 0.002 0.004 0.001 -0.071 0.002 -0.001 0.000

5

33 -0.004 0.013 0.008 0.005 0.008 0.005 0.004

50 0.000 0.003 0.004 -0.005 0.003 -0.001 -0.001

66 0.004 0.000 -0.003 -0.070 -0.002 0.000 0.000

10

33 -0.005 0.009 0.009 0.000 0.005 0.002 0.002

50 0.001 0.005 0.007 -0.004 0.005 0.000 0.001

66 0.006 0.004 0.001 -0.032 0.002 0.004 0.004

20

33 -0.008 0.005 0.005 0.004 0.004 -0.002 -0.002

5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3 -0.002

66 0.002 -0.001 -0.001 -0.025 -0.001 -0.003 -0.001

표 3. 편의 추정치(true HR=1,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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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0.012 0.023 0.020 0.034 0.015 0.013 0.012

50 0.012 0.015 0.014 0.046 0.012 0.011 0.010

66 0.015 0.011 0.011 0.206 0.010 0.010 0.009

5

33 0.014 0.028 0.026 0.035 0.019 0.016 0.015

50 0.013 0.016 0.015 0.049 0.013 0.012 0.011

66 0.015 0.011 0.012 0.172 0.010 0.009 0.008

10

33 0.014 0.030 0.028 0.035 0.020 0.017 0.016

50 0.013 0.017 0.017 0.048 0.014 0.013 0.012

66 0.015 0.012 0.012 0.145 0.011 0.010 0.009

20

33 0.017 0.037 0.034 0.048 0.025 0.021 0.021

50 0.015 0.021 0.021 0.053 0.017 0.015 0.015

66 0.016 0.014 0.014 0.143 0.012 0.011 0.010

표 4. 편의 추정치 (true HR=1,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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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0.011 0.008 -0.003 -0.015 -0.002 -0.005 -0.005

50 -0.002 0.007 0.000 -0.001 0.003 0.000 0.000

66 -0.003 0.002 0.000 -0.018 0.001 -0.002 -0.002

5

33 0.004 0.008 0.006 0.001 0.004 0.003 0.003

50 -0.010 -0.008 -0.003 -0.005 -0.005 -0.006 -0.006

66 -0.003 0.005 0.002 -0.030 0.004 0.002 0.001

10

33 0.003 0.009 0.007 -0.005 0.003 0.001 0.002

50 -0.010 -0.009 -0.006 -0.011 -0.008 -0.006 -0.007

66 -0.005 0.002 0.001 -0.031 0.002 0.001 0.000

20

33 0.006 0.010 0.010 0.009 0.008 0.009 0.008

50 -0.012 -0.002 -0.006 -0.012 -0.006 -0.006 -0.007

66 -0.002 0.005 0.005 -0.019 0.004 0.004 0.003

표 5. 평균 제곱 오차(MSE) (true HR=1,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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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0.012 0.029 0.021 0.023 0.016 0.015 0.014

50 0.013 0.016 0.014 0.021 0.012 0.011 0.010

66 0.015 0.011 0.015 0.039 0.010 0.009 0.009

5

33 0.013 0.026 0.024 0.035 0.018 0.015 0.014

50 0.012 0.016 0.015 0.041 0.012 0.011 0.011

66 0.016 0.012 0.013 0.173 0.011 0.010 0.009

10

33 0.013 0.029 0.026 0.039 0.019 0.015 0.015

50 0.013 0.018 0.017 0.043 0.014 0.012 0.011

66 0.017 0.013 0.013 0.155 0.012 0.010 0.009

20

33 0.016 0.038 0.034 0.038 0.023 0.018 0.018

50 0.014 0.022 0.020 0.043 0.016 0.013 0.013

66 0.019 0.015 0.014 0.113 0.013 0.012 0.011

표 6. 평균 제곱 오차(MSE) (true HR=1,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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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86.9 23.3 26.7 20.9 38.7 45.9 47.6

50 87.1 26.5 27.6 16.0 32.4 37.9 39.9

66 76.8 16.0 16.6 13.1 18.0 19.9 22.0

5

33 84.5 26.4 29.2 24.0 41.0 46.6 49.2

50 85.9 24.5 25.7 15.0 32.2 37.2 39.0

66 75.8 15.7 17.3 12.5 19.0 18.9 21.2

10

33 83.2 26.6 29.0 23.7 41.2 47.3 47.6

50 83.6 23.7 25.8 15.9 32.4 37.9 39.8

66 75.3 14.6 15.9 12.0 17.0 18.5 19.8

20

33 77.0 23.6 25.5 22.7 37.2 46.4 45.7

50 80.3 25.9 27.3 15.3 34.2 36.5 37.3

66 71.8 18.3 18.8 11.8 20.5 20.2 22.4

표 7. 경험적 검정력(%) 추정치(true HR=0.7,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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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88 24.7 35.5 36.2 43.2 51.6 54.8

50 87.3 22.3 28.5 20.2 32.1 36.3 39.4

66 78.3 16 15.3 11.9 17.8 20.1 21.4

5

33 83.5 26.2 28.6 20.6 40 46.3 47.1

50 87.1 26.3 27.4 13.9 33.3 39.3 39.3

66 75.6 16.5 16.1 11.6 16.7 18.5 19.9

10

33 82.3 22.4 26.6 24.1 39.6 46 47.2

50 85.9 26.4 27.2 13.3 33.4 37.7 39

66 75 16.3 16 10.8 17.8 17.9 20.2

20

33 74.9 19.2 21.6 21.4 34.6 38.4 40.8

50 82 20.9 24.3 15.6 31.3 36.3 37.7

66 71 14.8 15.9 8.7 17.1 18.8 20.2

표 8. 경험적 검정력(%) 추정치(true HR=0.7,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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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0.004 0.161 0.157 0.141 0.155 0.150 0.150

50 -0.004 0.199 0.201 0.154 0.197 0.193 0.195

66 0.002 0.254 0.252 -0.040 0.253 0.251 0.252

5

33 -0.005 0.147 0.143 0.120 0.139 0.134 0.134

50 0.000 0.192 0.194 0.160 0.191 0.188 0.188

66 0.003 0.247 0.243 0.204 0.245 0.246 0.246

10

33 -0.006 0.133 0.133 0.113 0.128 0.124 0.124

50 0.001 0.186 0.187 0.154 0.183 0.176 0.178

66 0.005 0.244 0.237 0.331 0.240 0.240 0.240

20

33 -0.010 0.113 0.111 0.088 0.106 0.098 0.100

50 0.000 0.163 0.163 0.138 0.160 0.156 0.157

66 0.001 0.222 0.220 0.390 0.220 0.222 0.221

표 9. 편의 추정치(true HR=0.7,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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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0.012 0.151 0.139 0.122 0.138 0.134 0.133

50 -0.003 0.204 0.194 0.187 0.200 0.195 0.196

66 -0.004 0.254 0.247 0.203 0.253 0.249 0.250

5

33 0.005 0.147 0.149 0.132 0.143 0.138 0.139

50 -0.011 0.188 0.190 0.159 0.187 0.185 0.186

66 -0.003 0.255 0.250 0.091 0.253 0.251 0.251

10

33 0.004 0.143 0.143 0.123 0.137 0.134 0.135

50 -0.011 0.184 0.187 0.166 0.184 0.182 0.182

66 -0.005 0.251 0.247 0.150 0.250 0.248 0.247

20

33 0.006 0.137 0.137 0.129 0.134 0.134 0.134

50 -0.014 0.182 0.177 0.164 0.178 0.176 0.175

66 -0.003 0.246 0.249 0.235 0.248 0.244 0.245

표 10. 편의 추정치(true HR=0.7,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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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0.013 0.020 0.017 0.036 0.014 0.012 0.011

50 0.014 0.013 0.014 0.090 0.012 0.011 0.010

66 0.018 0.010 0.012 1.243 0.010 0.009 0.009

5

33 0.373 0.382 0.380 0.396 0.375 0.371 0.371

50 0.371 0.371 0.371 0.438 0.369 0.369 0.368

66 0.374 0.367 0.369 4.618 0.367 0.367 0.365

10

33 0.373 0.384 0.382 0.395 0.375 0.372 0.372

50 0.372 0.373 0.373 0.436 0.371 0.369 0.369

66 0.374 0.368 0.370 5.445 0.368 0.367 0.366

20

33 0.376 0.393 0.390 0.406 0.382 0.380 0.379

50 0.374 0.378 0.377 0.434 0.375 0.373 0.372

66 0.376 0.371 0.371 4.991 0.370 0.369 0.368

표 11. 평균 제곱오차(MSE) (true HR=0.7,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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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ing
% IE %

Time-
dependent
Cox model

Landmark analysis Multiple landmark

landmark 시점 landmark 시점 개수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3 4 9

0

33 0.013 0.024 0.018 0.021 0.015 0.013 0.013

50 0.014 0.014 0.014 0.027 0.011 0.011 0.010

66 0.017 0.010 0.018 0.094 0.010 0.010 0.009

5

33 0.371 0.380 0.377 0.394 0.372 0.371 0.370

50 0.371 0.371 0.371 0.434 0.369 0.368 0.367

66 0.376 0.368 0.369 1.857 0.368 0.367 0.366

10

33 0.372 0.381 0.379 0.395 0.373 0.371 0.370

50 0.372 0.372 0.372 0.427 0.370 0.369 0.368

66 0.376 0.369 0.370 1.995 0.368 0.367 0.366

20

33 0.375 0.391 0.386 0.396 0.378 0.374 0.374

50 0.373 0.376 0.375 0.416 0.372 0.370 0.369

66 0.378 0.371 0.371 1.558 0.369 0.368 0.367

표 12. 평균 제곱 오차(MSE) (true HR=0.7, N=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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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ransplants
score>1.58 Death HR 95%CI　 p-value

Time-dependent Cox model 103 16 75 1.874 0.9774 3.595 0.0586

Landmark method 　 　 　 　 　 　 　

30 days 79 8 52 1.154 0.4557 2.921 0.763

45 days 68 8 43 1.425 0.5541 3.664 0.462

60 days 64 11 39 1.741 0.7523 4.028 0.195

Multiple landmark 　 　 　 1.426 0.6247 3.255 0.399

표 13. 시간종속 공변량 콕스모형과 랜드마크 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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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omparing the survival time according to time-dependent

covariate, there may be a guarantee-time bias problem. To overcome this

bias, time-dependent covariate Cox model and landmark method have been

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ression coefficients from both

models can be quantified.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Key word: Guarantee-time bias, Intermediate event, Time-dependent covariate,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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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mark method over the time-dependent covariance Cox model, assuming

that the time-dependent covariate Cox model is a true model. Multiple

landmark method pooling multiple landmark times was also evaluated.

Theory, simulation, and the actual data confirm that the effect size favored

null hypothesis in the landmark analysis as compared with the

time-dependent covariate cox model. This tendency was more apparent as

the rate of censoring decreased and intermediate events increased. In the

multiple landmark method, the performance was improved in terms of

MSE, but the bias and power were not improved greatly. In order to make

a non-biased estimate, it will be necessary to identify distribution of the

censoring time and intermediate event time to set the landmark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