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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 단된 자료와 표본수가 은 자료를 가지는 생존분석에서 생존율을 추정하거

나 두 집단의 생존율을 비교할 때 정규분포 근사를 가정한 신뢰구간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생존함수의 신뢰구간에 한 도 단율, 표본의 크기에 따른 

다양한 상황의 모의실험을 통하여 Kaplan-Meier, Nelson, 률 추정량 그리고 cox 

model의 을 가지고  붓스트랩을 이용한 신뢰구간과 비모수 신뢰구간, 우도비 신뢰구

간의  실제 포함 확률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주요용어 : 도 단,  Kaplan-Meier 추정량,  Nelson 추정량,  률 추정량,  Cox 

regression model   

1. 서론 

 도 단된 자료와 표본수가 은 자료를 가지는 생존분석에서 생존율을 추정하거나 두 집단

의 생존율을 비교할 때 정규분포 근사를 가정한 신뢰구간을 이용하는 것 데 많은 어려움이 생

긴다. 따라서 생존함수 신뢰구간의 많은 연구가 시도 되었다. 그  Kani Chen 와 Shaw Hwa 

LO(1996)은 붓스트랩 신뢰구간과 정규 신뢰구간을 Kaplan-Meier, Nelson, 률 추정량에 해 

포함확률을 비교하 고, David R. Tomas와 Gray L. Grunkemeier(1975)는 Kaplan-Meier 추정

량에 해 우도비 신뢰구간과 정규 근사에 근거한 신뢰구간에 해 포함확률을 비교하 다. 

Ron Brookmeyer 와 John Crowley(1982)는 간 값에 한 비모수  신뢰구간을 정규 신뢰구

간과 비교하 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분 인 조건하에서 신뢰구간 구축방법을 연구하거나, 연구된 신뢰

구간과 정규 신뢰구간의 비교가 부분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 한 도 단된 

생존함수의 신뢰구간을 비교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모

의실험을 실시하여 이들 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을 비교하 다.

section 2에서 생존함수의 정의와 신뢰구간을 소개하고 section 3에서는 모의실험 구조  

결과에 해서 살펴본다. section 4에서 결론을 내린다.

         

2. 생존함수와 신뢰구간

 생존 함수에 해 살펴보면, 생존시간    은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 F를 갖는 

확률 변수이며, 도 단시간   은 역시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 G를 갖는다고 

하자. 우리는 실험으로부터    을 모두 측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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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신 측하게 된다.

이러한 임의 도 단의 경우 일반 으로 생존시간 와 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해야 

한다. 생존분석에서 필요한 기 인 함수들을 정의하면, 생존시간을  ≥  라하고 T가 확률

도함수 f(t)와 분포함수 F(t)를 갖는다고 하자. T의 생존함수 S(t)와 험함수 h(t)는 각각 

     ≻       ,

   lim
→
  ≺ ≺   ≥        

로 정의된다. 즉, 생존함수는 환자가 t시 까지는 생존했다가 t시  바로 직후에 사망하게 되는 

순간 험률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모의실험 시 쓰인 신뢰구간은 총 7가지로 정규 근사에 의한 신뢰구간(①), 일반

인 붓스트랩 신뢰구간(②), 백분  신뢰구간(③), Hybrid 신뢰구간(④), BCa 신뢰구간(⑤), 우

도비 신뢰구간(⑥), 비모수 신뢰구간(⑦)이다.

 가장 일반 인 정규근사에 의한 신뢰구간 표 정규분포의  ×  백분 수를 라고하면,  

에 한  ×     근사 신뢰구간은 

         (단,   
   )이 된다.             -①

 을 붓스트랩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추정량이라고 하면, 의 붓스트랩 분포를 K라고 표기

한다. 이런 가정을 통해 일반 인 붓스트랩 신뢰구간은 B개의 붓스트랩 표본 각각에 하여 

    를 구한 후  의  × 백분 수를   ≤   를 만족하는 로 

추정한다.  ×   인 붓스트랩 신뢰구간은 

      이 된다.                                 -②

 붓스트랩 추정량 의 값들을 순서 로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   백분  값을 

       라고 하면, 모수 에 한 신뢰도가  ×   인 붓스트랩 백분  신뢰구

간은 

             이 된다.                              -③

 모수 에 한  ×   인 Hybrid 신뢰구간은 

             이다.                            -④



 BCa방법은 acceleration이라 불리는 와 편향 정정에 해당하는 을 활용한다. 

모수 에 한 신뢰도가  ×   인 BCa 신뢰구간은

 

(   이 된다.                                                 -⑤

 생존율 추정치 라고 하고 [0, a]구간에서는 최소한 한사람의 사망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귀무가설을 

H(S); 




     라고 하면,    




 




          을 통해,

모수 에 한 신뢰도가  ×   인 우도비 신뢰구간은   ≤  이 된다.  S는 

의 증가함수이므로  모수 S에 한 신뢰도가  ×   인 우도비 신뢰구간은

  




      ,    




     이 된다.            -⑥

 생존율 추정치 로부터 얻은 에 근거한  ×      비모수 신뢰구간을 만들 수 있는

데, 이는 B(n, 1/2)에 근사한 통계량이다.  

                                               -⑦

을 계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구간의 P-value를 기 으로 하여 와 비교하여 신뢰구간을 

결정한다. 

3. 모의실험 구조  결과

Kaplan-Meier 추정량, Nelson추정량, 률 추정량, 모수  방법의 추정량인 Cox 

regression의 을 가지고 모의실험을 하 다. 각 추정량의 기  분포는 지수분포와 와이블 분

포를 이용하 고, 도 단율에 한 분포는 균일분포를 이용하여 생성하 다. 이를 10%, 20%, 

35%, 50%로 놓아 도 단율이 낮을 때와 높을 때를 골고루 배치하 다. 한 생존함수에서 

유의수 은 0.05인 경우로 표본의 크기를 50, 100, 150인 경우로 배치하 으며 1000번의 모의실

험을 하 다. (단, 붓스트랩 반복수는 1000번)

Kaplan-Meier 추정량일 경우, 생존 분포가 지수분포이고 도 단율이 10%일때 정규신뢰구

간과, 일반 인 붓스트랩 신뢰구간, BCa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이 0.945~0.952사이에 퍼져있어 다

른 신뢰구간에 비하여 0.95에 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백분  신뢰구간과, Hybrid 신뢰구

간의 포함확률은 0.936보다 낮아 이 경우에는 부 합하다. 비모수 신뢰구간도 표본의 크기가 50

일때에는 포함확률이 0.964보다 크게 나타나 다른 신뢰구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단율이 50%일 때 비모수 신뢰구간, 붓스트랩 신뢰구간,  백분  신뢰구간, BCa신뢰구간의 포

함확률이 0.95에 가장 근 하여 도 단율이 높을 때 유용하다. 생존 분포가 와이블일 때 지수



분포인 경우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도 단율이 10%일 경우 표본의 크기가 50일 

때에는 비모수 신뢰구간을 제외한 다른 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이 0.931이하로 나타났다. 도 단

율이 50%일때 일반 인 붓스트랩 방법과 백분  신뢰구간 BCa신뢰구간, 비모수 신뢰구간의 포

함확률이 0.942~0.95사이에 있어, 다른 신뢰구간에 비해 0.95에 가장 근 한 것으로 나타났다.

Nelson 추정량일 경우, 비모수 신뢰구간은 도 단율이 20%일 때는 표본의 크기가 클때 포

함확률이 0.953으로 0.95에 근 하고, 도 단율이 35%이상일 때는 표본의 크기가 50과 100일

때 0.48로 0.95에 근 한다.  와이블 분포일때, 도 단율이 10%일 경우 지수분포와 마찬가지

로 비모수 신뢰구간만이 포함확률이 0.95에 가까웠고, 도 단율이 20%일 경우 우도비 신뢰구

간과 비모수 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이 0.953과 0.955로 다른 신뢰구간에 비해 포함확률이 0.95에 

가장 근사함을 볼 수 있다. 도 단율이 35%와 50%일 경우에는 비모수 신뢰구간의 포함확률

이 0.95에 가장 근 하며 표본의 크기가 100이상일때는 BCa, 우도비 신뢰구간의 포함확률도 

0.945~0.960으로 0.95에 근 한다. 

률 추정량일 경우, 생존 분포가 지수 분포일 때 정규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이 붓스트랩 신뢰

구간의 포함확률보다 높지만 정 범 (0.936~0.964) 안에는 속하지 못하고 있다. 도 단율이 

20%이상일 경우 우도비, 비모수 신뢰구간만이 0.95에 근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도비 신뢰

구간보다는 비모수 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이 0.95에 근 하다. 생존 분포가 와이블일 때 우도비, 

비모수 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이 0.95에 가장 근 하여 사용하는 데 유용하다. 

Cox regression의 에서 생존 분포가 지수 분포일 때 도 단율이 10%인 경우 BCa와 비모

수 신뢰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이 정 범 (0.936~0.964)에 속하지 않는다. 

도 단율이 35%이상일 때 우도비 신뢰구간과 비모수 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이 0.939~0.946사이

에 있어 0.95에 근 하여 다른 신뢰구간에 비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생존 분포가 와이블일 

경우에는 도 단율에 상 없이 BCa, 우도비, 비모수 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이 가장 0.95에 근

한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기존의 연구들은 생존함수에서 정규 신뢰구간과의 각 신뢰구간 비교가 부분이었고, 실제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된 방법들을 평가하기가 어려웠었다. 이에 기

존의 방법 7가지와 생존 분포, 표본의 크기, 도 단율을 고려하여 비교해보았다.

기존 연구 결과를 잠시 살펴보면, Kani Chen과 Shaw Hwa LO(1996)은 붓스트랩 근사 신뢰

구간을 추천하 고, David R. Tomas 와 Gray L. Grunkemeier(1975)는 Kaplan-Meier추정량에 

해 우도비 신뢰구간을 추천하 다. Ron Brookmeyer와 John Crowley(1982)는 간 값에 

한 비모수  신뢰구간을 도 단율이 높을 때 추천하 다. 그러나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본 결

과는 붓스트랩 신뢰구간이 정규 신뢰구간에 비해서는 우월하지만, 비모수 신뢰구간이나 우도비 

신뢰구간의 포함확률이 0.95에 더 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도비 신뢰구간은 정규 

신뢰구간보다 우월하지만 비모수 신뢰구간과 비교했을 때 포함확률도 0.95에 더 근 하고 있었

다. 생존 함수에 상 없이 비모수 신뢰구간이나 일반 인 붓스트랩, BCa신뢰구간의 포함확률

이 0.95에 가장 근 하 고, 특히 비모수 신뢰구간은 도 단율이 높을 때 유용하다. 

기존 연구에서 분산을 고정했을 때 비모수, 우도비 신뢰구간의 포함확률보다 더 우월한 것

을 밝히고 있다. 이에 분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뢰구간을 연구한다면 여러 상황에서도 우월

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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