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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구간중도절단자료는감염자료, 종양발생자료등그발생시간을정확하게관측할수없는경우에흔
히발생되는자료로정확한사건발생시간대신에발생전마지막관측시점과발생후첫번째관측시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종류의자료는 Sun (2006)에의해자세하게논의되었으며관측개체간의독립성가정하
에서여러가지방법들에의해분석되어져왔다. 본논문에서는관측개체들이군집으로부터발생하여더이
상독립성가정이적절하지못한경우를고려한다. 특히반응변수인사건발생시간이군집의크기와연관되
어있을때,이를고려하기위한결합모형을제시한다. 제안된모형은림프계필라리아병의실제자료에적
용한다.

주요용어: 구간중도절단자료,정보적군집크기,프레일티, EM알고리즘.

1. 서론

구간중도절단자료(interval-censored failure time data) 분석을위해관측치들이독립이라는가정
하에서모수적또는비모수적방법들이적용되어왔다 (Sun, 2006). 하지만관측개체들이같은군집
에속한경우에는독립성가정은적절하지못한다. 특히본논문에서는이러한군집화된자료에서군
집의 크기가 반응변수와 연관되었을 때, 적합한 통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열대성 질
환으로 피부가 심하게 붓는 림프계 팔라리아병(Lymphatic Filariasis)은 기생충이 혈관에 기생하는 병
으로 특히 어린이들의 지적 또는 신체적 발달을 저하시키고 시각 장애와 신체 불구를 가져올 수 있
으며심하면목숨을잃게하기도 한다. 기생충은 감염자의 혈관에여러개의 둥지(nest)를만들어 기
생하게되는데기생충학자들은이러한둥지를소멸시키기위한효과적인치료법을개발하고자한다.
Williamson 등 (2008)은 48명의림프계팔라리아병을앓고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새로운치료법의
효과를분석하기위해통계적방법을제안하였다. 그들은둥지의수가많을수록소멸률이낮음을발
견하였다. 즉군집의크기가클수록생존률이더높았다. 여기서반응변수가소멸률이라고할때, 반
응변수는 둥지의 수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정보적 군집크기(informative cluster size)라고
한다. 정보적군집크기를가진군집자료를분석하기위해여러방법들이시도되었다. 먼저중도절
단이 없는 일반적 형태의 반응변수에 대해 Catalano와 Ryan (1992)는 군집 크기를 반응변수의 공변
량으로포함시켰으며 Hoffman 등 (2001)은 각군집 내한 개체만을샘플링하는군집 내샘플링의 기
법(within cluster sampleing; WCR)을소개하였다. Williamson 등 (2003)은이기법을일반화추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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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에적용하였다. 중도절단이포함된생존자료에대해서
Williamson 등 (2008) 은군집크기를가중치로사용하여 WCR 을적용하였으며 Cong 등 (2007)도같
은가중치를사용한가중점수함수(weighted score function) 방법을사용하였다. 비슷한문제에대해
베이지안방법으로 Dunson등 (2003)은결합모형을적용하였다. 구간중도절단문제에대해서,최근
에 Zhang과 Sun (2010)은 Williamson 등 (2008)의방법을확장한가중화된추정방정식을제안하였다.
본연구에서는정보적군집크기를가진구간중도절단문제를위해군집크기에대한모형과구간중
도절단시간의모형을결합시키는결합모형(joint model)을고려한다. 이를위해이자료의세가지특
성을고려해야한다. 첫째특성은군집화된자료의연관성에관한것이다. 군집화된자료분석을위해
크게두가지방법이고려될수있다. 연관성을무시한주변모형(marginal)에근거한로버스트방법과
프레일티(frailty) 효과를포함한혼합모형이적용될수있다. 프레일티는랜덤효과의한형태로생존
분석자료분석에서개인별특성을표현하기위해자주사용된다. 본논문에서는군집내연관성이프
레일티로표현될때군집내관측치들간에는서로독립임을가정한다. 즉,군집개체간의공통된특징
이프레일티로표현될때, 같은군집내관측개체들은더이상서로연관되어있지않음을가정한다.
두번째자료특성인구간중도절단자료에대해서는생존분석에서널리적용되는비례위험모형과
가법모형대신모수분포인와이블분포를가정한다. 이가정을통해 SAS와같은통계패키지의사용
이용이하게된다. 세번째자료특성은정보적군집크기에대한것이다. 이를위해군집크기와반응
변수와의연관성을위해두모형에같은랜덤효과를사용하여연결하는결합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2장에서는연관된통계모형을제시하고 3장에서는추론방법을소개하며 4장에서는실제자료분석에
적용할것이다.

2. 모형

본연구에서사용할자료는구간중도절단자료로 (Li j,Ri j; j = 1, . . . ,mi, i = 1, . . . , n)이며 i는군
집에관한것이며 j는군집내관측개체를표현하기위해사용된다. 여기서 Li j와 Ri j는실제관심있
는 i번째군집에속한 j번째관측개체의생존시간, Ti j을포함한두관측시점이다. 즉, Ti j는실제로측

정되는대신 Li j < Ti j < Ri j을만족하는두관측시점인 Li j, Ri j만이알려져있다. 이러한자료를구간
중도절단자료(interval-censored failure times)라한다. 공변량 Xi는 i번째군집이가지는군집별공변
량(cluster-specific covariate)을 Zi j는군집내관측개체의공변량(subject-specific covariate)을표현한다.
첫번째, 군집크기에대한모형으로순서형누적로짓모형(ordinal cumulative logit model)을적용

한다. 1장에서예시되었던림프계팔라리아병에서기생충의둥지수는많아야 6개를넘지않는다. 또
한둥지수는기생충의생산력(productivity)과매우연관되어있으므로생산력과같이직접적으로측정
할수없는잠재변수(latent variable)가적절한임계치를통해둥지수로관측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의해순서형다항반응변수(ordinal categorical data)가둥지수에대한모형으로적용되었다. 군
집별효과(cluster-specific effect)를추정하기위해랜덤효과, ui를포함한다음의혼합모형(mixed effect
model)이적용된다.

log
Pr(mi ≤ k|xi, ui)

1 − Pr(mi ≤ k|xi, ui)
= log

Pik

1 − Pik
= αk + x

′

iγ + ui, (2.1)

여기서 γ는공변량의효과를추정하는것으로두공변량값의오즈비가모든단계에서동일함을가정

한다. 랜덤효과, ui는평균 0이고분산 σ2
u을가지는정규분포를가정한다.

두번째, 군집화된구간중도절단자료에대해본논문에서는프레일티, vi가주어진경우, 군집
내 반응 변수들이 조건적 독립(conditionally independent)이라는 가정을 사용할 것이다 (Bellamy 등,
2005). 즉군집내관측개체들간의생존시간에대한연관성이프레일티로모형화될때생존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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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라고가정한다. 본연구에서는프레일티, vi는평균이 0이고분산이 σ2
v인정규분포를따른다고

가정한다. i번째군집의프레일티 vi가주어진경우, i번째군집에속한 j번째관측개체의생존시간은
와이블분포, (λ, p)를따른다고가정한다. 따라서 ui와 vi가주어진경우에,위험함수는

λi j(t|ui, vi) = pλptp−1exp−p(βzi j+vi+ηui) (2.2)

으로정의된다. 여기서 β는공변량의사건발생에대한효과를추정하며, 회귀계수 η는군집크기와
의연관성정도를측정한다. 즉프레일티 ui를모형 (2.1)과 (2.2)에동시에사용함으로써두모형을결
합시키고자 한다. 만약 η > 0이라면 군집 크기가 클수록 그 군집 내 개체들의 생존 시간이 더 길며,
η < 0는작은규모의군집에속한개체들이더오랫동안생존함을의미한다. 구간중도절단자료에대
해와이블분포를적용하여다음의우도함수를구할수있다.

L2

(
β, p, λ, σ2

uσ
2
v

)
=

n∏
i=1

mi∏
j=1

{
S i j(Li j|vi, ui) − S i j(Ri j|vi, ui)

}
, (2.3)

여기서 S i j(t|vi, ui) = exp{−(λt)pe−p(β
′
xi j+ηui+vi)}이다.

3. 통계적추론

EM알고리즘은우도함수가불완전한자료를포함하는경우에 E-Step을통해그자료를복원시킨
후 M-Step에서우도함수를최대화하는모수를구하게된다. 추정되어야할모수가다음과같이구성
된다고하자 θ = (β, η, λ1, . . . , λq, α, γ, σ

2
u, σ

2
v) = (θ1, θ2, θ3), 여기서 θ1 = (β, η, λ1, . . . , λq), θ2 = (α, γ),

θ3 = (σ2
u, σ

2
v). i번째군집의우도함수는군집크기와군집내개체들의구간중도절단의곱으로다음

과같이표현될것이다.

Li(θ) =
∫

ui

∫
vi

mi∏
j=1

{S i j(Li j|ui, vi) − S i j(Ri j|ui, vi)

×
K∏

k=1

 1

1 + exp
[
−

(
xiγ +

∑k
l=1 αl

)] − 1

1 + exp
[
−

(
xiγ +

∑k−1
l=1 αl

)] rik

h1(ui)h2(vi) duidvi. (3.1)

또한 h1 ∼ N(0, σ2
u), h2 ∼ N(0, σ2

v)이다. 여기서 만약 mi = k일 때 rik = 1이며 그 외 경우엔 rik =

0이 된다. 위 우도 함수는 두 번의 적분을 포함하는데 이는 닫힌 형태로 표현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적분을 수행하기 위해 주로 가우시안 구적법(Gaussian quadrature)이나 몬테 칼로 방법이 사용된다.
Metropolis-Hasting 알고리즘과 같은 몬테 칼로 마르코브 체인(MCMC) 방법에서는 E-Step에서 미지
의 랜덤 변수들을 추정하기 위해 M개의 랜덤변수를 생성한 후 그들의 평균을 미지의 값의 추정치로
사용하는 MCEM을적용할수있다. 본논문에서가우시안구적법으로 Gauss-hermite 방법을이용하
여미지의랜덤효과를추정할것이다. 즉, Q1개와 Q2개의미리정해진 (uq1 , vq2 , q1 = 1, . . . ,Q1, q2 =

1, . . . ,Q2)을이용하여우도함수 (2.3)은다음과같이가중치합으로표현될수있다.

Li =

Q1∑
q1=1

Q2∑
q2=1

wq1 wq2

mi∏
i=1

S i j(Li j|uq1 , vq2 ) − S i j(Ri j|uq1 , vq2 )

×
K∏

k=1

 1

1 + exp
[
−

(
xiγ + uq1 +

∑k
l=1 αl

)] − 1

1 + exp
[
−

(
xiγ + uq1 +

∑k−1
l=1 αl

)] rik

h1(uq1 )h2(v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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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림프계팔라리아기생충병에대한세가지모형의적용

Parameter Model 1 Model 2 Model 3
β(group) 1.488(0.042) 1.332(0.043) 1.0948(0.118)
η 0.851(0.572) 0.629(0.585)
σu 1.688(0.026) 1.630(0.003) 2.029(<0.001)
σv 1.532(0.399) 1.713(0.439) 1.184(0.851)

−2Log-Likelihood 377.5 684.4 383.5

위의 가우시안 구적법은 SAS의 PROC NLMIXED을이용하여 구현화시킬 수 있다. 일단 미지의
랜덤효과가추정되면 Newton-Raphson방법을적용하여최대우도추정량을구할수있다.

4. 자료분석

1장에서 예시된 림프계 팔라리아병은 기생충이 혈관에 여러 개의 둥지를 만들어 기생하는 질병
으로 특히 아프리카, 남미 등 열대 지방에서 자주 발생된다. 이 질병은 초음파 촬영을 통해 둥지 수
와기생충의생존여부가검사되며기생충소거를위해다양한치료방법들이제시되었다. 본논문에
서분석할자료는 47명의감염자로구성되어있으며두가지치료방법이비교되었다. 22명의환자는
DEC/ALB의복합치료를받은데반해 25명의환자는 DEC만을처방받았다. 치료가시작된후 7, 14,
30, 45, 60, 90, 180, 270, 360일에기생충의생존여부가검사되었다. 따라서기생충의정확한생존시
간을관측할수없으며대신두시점, 기생충이여전히생존한것으로검사된마지막관측시점과기생
충이죽은것을발견한첫번째검사시점으로구성되는구간중도절단자료를사용하게된다. 본자료
의특이한점으로환자당둥지수의범위가 1에서 5이며둥지수가클수록기생충소거률이낮작다는
것이다 (Williamson등, 2008). 즉둥지가많은환자에속한기생충의생존율이높았다. 따라서이러한
생존율과군집크기와의관계를고려하기위해본논문에서제안한결합모형을적용한다. 즉둥지수
의모형에대해

log
Pr(mi ≤ k|ui)

1 − Pr(mi ≤ k|ui)
= log

Pik

1 − Pik
= αk + ui, k = 1, 2, 3, 4

가적용되었다. 여기서둥지수가 5인환자수가작아둥지수가 4와 5인그룹을통합하였다. 따라서
둥지수는다음네개의그룹(1, 2, 3,≥ 4)으로나누게되었다. 생존시간에대해서는다음의와이블위
험모형이적용되었다.

λi j(t|ui, vi) = pλptp−1exp−p(β0+βgroupi+vi+ηui).

표 1은 세 가지 모형에 근거하여 구한 모수의 추정 값과 p-value를 보여준다. Model 1은 제안된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Model 2는 구간 중도절단된 자료에 중간치(midpoint)를 적용한 결과를 Model
3는군집크기와반응변수와의관계를무시한모델로제안된모형에서 η = 0을적용한것이다. 표에
서보여지는값은추정값과해당되는 p-value이다. −2log likelihood값을통해Model 1이제일작은값
을가지며우도비검정을이용하여 Model 1, Model 3을비교할때 Model 1이더적합함을알수있다
(−2LR = 6.0 > χ2(1, 0.05) = 3.84). 또한치료방법의차이에대한유의성 (H0 : β = 0)에서 Model
1과 Model 3은서로다른결과를보여주었다. 즉기생충둥지수와의관계를무시한 Model 3에서는
두처리방법이유의적인차이가없다는결과를보이는반면에제안된모형의결과에서는 DEC만을처
방받은환자들이더긴생존시간을가짐을보여준다. Model 1에서추정된 η̂ = 0.851 > 0은둥지수
가많을수록생존시간이길다는현상과일치된결과를보여준다. 또한프레일티 (H0 : σ2

v = 0)와랜
덤효과 (H0 : σ2

u = 0)에대한 p-value를통해유의성을검토할수있다. 여기서군집별효과를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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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둥지크기에따라추정된생존함수

하기위해적용된랜덤효과(u)의분산은유의적인반면군집내생존시간과연관된프레일티(v)의분
산은유의적이지못하였다. 따라서생존시간에대한군집별특성은서로비슷한분포를가진다고할
수있다. 그림 1은둥지그룹별생존함수를추정하기위해 Turnbull (1976)이제시한자기일치알고리
즘(self-consistency algorithm)을적용한예이다.

5. 향후연구과제

본논문에서는군집크기가생존시간과연관되어있는자료를분석하기위해프레일티를이용한결
합모형을제안하였다. 특히제안된모형은 SAS와같은상용프로그램에의해쉽게구현화될수있
다는점에서그실용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제안된모형은특히구간중도절단된생존자료에
대해와이블분포를가정하여분석하였다. 이에대한확장으로비례위험모형의적용이고려될수있
을것이다. 우리의다음연구는위의모형을좀더일반화된회귀모형에적용하는것이며이에대한연
구는현재진행중이다 (Kim, 2010). 본논문에서는구간중도절단변수가관심있는사건발생시간
과독립이라는가정하에전개되었다. 현재생존분석연구에서는이러한가정이적절하지못한경우,
즉반웅변수와중도절단자료가연관된경우에대해많은연구가진행되어오고있다 (Liu 등, 2008;
Finkelstein등, 2002). 본논문에서제안된방법은이러한문제를또한포함시킬수있으며이를위해서
좀더복잡한모형이제시되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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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pendix

SAS code to fit the joint model for clustered interval censored data with informative cluster size

proc nlmixed data=cluster;

parms beta0=1.0 beta1=1.0 gamma=0.4 i1=1 i2=1.0 b0=-3.1 ;

bounds gamma>0, sd1>0, sd2>0, i1>0 , i2>0;

ebetaxb=beta0+(beta1*group+r1);

alpha=exp(-ebetaxb);

s1=exp(-(t1*alpha)**(gamma));

s2=exp(-(t2*alpha)**(gamma));

ss=exp(-(tt*alpha)**(gamma));

f_t=gamma*alpha*((alpha*tt)**(gamma-1))*ss;

eta=b0+r2;

if (clust=1 and q2=1) then p2=1/(1+exp(-(0-eta)));

else if(clust=1 and q2=2) then p2=1/(1+exp(-(i1-eta)))-1/(1+exp(-(0-eta)));

else if(clust=1 and q2=3) then p2=1/(1+exp(-(i1+i2-eta)))-1/(1+exp(-(i1-eta)));

else if(clust=1 and q2=4) then p2=1-1/(1+exp(-(i1+i2-eta)));

else if(clust>1) then p2=1;

if event=1 then lik=s1-s2;

else lik=s1;

llik=log(lik*p2);

model y˜general(llik);

random r1 r2˜normal([0,0],[ sd1*sd1 , 0, sd2*sd2]) subject=id;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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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val-censored data are commonly found in studies of diseases that progress without symptoms, which

require clinical evaluation for detection. Several techniques have been suggested with independent assumption.
However, the assumption will not be valid if observations come from clusters. Furthermore, when the cluster
size relates to response variables, commonly used methods can bring biased results. For example, in a study on
lymphatic filariasis, a parasitic disease where worms make several nests in the infected person’s lymphatic vessels
and reside until adulthood, the response variable of interest is the nest-extinction times. Since the extinction times
of nests are checked by repeated ultrasound examinations, exact extinction times are not observed. Instead, data
are composed of two examination points: the last examination time with living worms and the first examination
time with dead worms. Furthermore, as Williamson et al. (2008) pointed out, larger nests show a tendency for
low clearance rates. This association has been denoted as an informative cluster size.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s of nests and interval-censored nest-extinction times, this study proposes a joint model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luster size and clustered interval-censored failu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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