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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상시험에서 적당한 크기의 표본 수 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결과의 도출과 연구수행의

효율적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비열등성 시험에서 표본 수

계산방법에는 t 검정법을 이용한 모수적 방법이 있고,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이용하여 Wang 등

(2003)이 제안한 표본 수 계산방법을 Kim과 Kim (2007)이 비열등성 시험에 확장시켜 적용하여 제

시한 비모수적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Orban과 Wolfe (1982)가 제안한 선형위치통계량의 검정

법에 Kim (1994)이 계산한 검정력의 결과를 이용한 표본 수 계산 방법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표본

수 계산결과를 기존에 제시된 표본 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방법들보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경우의 표본 수가 가장 작게 나왔다. 따라서 모집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포함수를 가정하기 힘든 경우 모수적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검정력이 떨어지거나 유의수준을 제어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수적 방법에 비해 표본 수가 크게 나와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

적이지 않았던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이용한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위치 (placement)를이용한표본수계산이이용될수있다.

주요용어: 비모수적방법, 비열등성시험, 표본수.

1. 서론

신약을 개발 하였을 때 치료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약과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신약의

유효성을 증명한다. 이러한 임상시험으로는 제 3상 시험 (phase Ⅲ clinical trials)을 들 수 있고, 이는

제 2상 시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신약 (new treatment)과 기존의 약 (standard treatment)의

효과 (effect)를 비교하여 유효성 (efficiency)과 안전성 (safety)을 확증하는 단계이며 제 3상에서의 임

상시험을 비교임상시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교시험을 위한 방법으로는 우월성 시험 (superiority

trials), 동등성시험 (equivalence trials) 또는치료적동등성시험 (therapeutic equivalence trials), 비

열등성 시험 (non-inferiority trials)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비열등성 시험은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의

치료법에비해열등하지않음을보이는것이목적인시험이다 (Lee 등, 2005).

임상시험연구에있어서가장중요한사항중의하나가연구에필요한환자수 (표본수)를결정하는문

제이다. 연구대상 환자수는 연구의 설계단계에서 미리 고려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

서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일정기간동안에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대상환자수로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되면임상적으로의미있는차이가있는데도검정력이떨어져서이를찾아내지못하는경

우가많게된다. 검정력이작은연구의위험성은유익하게사용될수있는치료법등이충분히검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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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기각되어두번다시고려될수없다는데있다 (Lee 등, 2005). 또한, 임상시험에서아무리정확

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해도 표본의 크기를 너무 작게 잡으면 그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기

힘들게 되며, 반면에 표본의 크기가 필요 이상으로 크면 연구의 수행이 어렵고 과다한 경비가 들게 되므

로, 적당한 크기의 표본수를 산정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

에연구수행의효율적인비용을산출하기위해서중요하다 (Shin 등, 1997).

기존에는 비열등성 시험에서의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해 이전의 임상시험 자료들의 값을 이용하여 정

규분포 한다는 가정 하에 모수적 방법으로 구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

까운 경우가 많은 것이지 데이터가 정규모집단에서 얻어지는 경우는 없다. 또한 표본 통계량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수렴하는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데이터들 가운데 이상점 (outlier)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수

준이나 유의수준을 제어하기 힘들고 검정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모집단에 대하여 구체

적인 분포함수를 가정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모집단 분포에 대한 가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비모수적

방법을이용하는것이대안이된다.

Kim과 Kim (2007)은 Wang 등 (2003)이 제안한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이용

한 표본 수 공식을 비열등성 시험에 확장시켜서 고정된 유의수준과 검정력 하에서 표본 수를 구하고,

모수적 방법의 t검정을 이용하여 계산한 표본 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t검정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이용하였을 때가 표본수가 더 커지므로, 이는 연구 수행의 시간이나 비용이 많

이든다는단점이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수적 방법에서의 정규 분포 가정을 약화시켜 검정력이 떨어지거나 유의수준을 제어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수적 방법에 비해 표본 수가 더 크게 나와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들

게 하는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이용한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Orban과 Wolfe (1982)가 제안한 비

모수적방법인선형위치통계량을이용한검정법과 Kim (1994)이계산한선형위치통계량을이용한검정

법의 검정력을 이용하여 비열등성 시험을 위한 표본 수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유의수준과 검정력

을 고정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법들을 이용해 구한 표본 수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결론을제시한다.

2. 방법

확률표본 Xi, i = 1, · · · ,m과 Yj , j = 1, · · · , n을 각각 대조군의 누적분포함수 F (x)와 치료군의 누

적분포함수 G(y) = F (y − θ)에서 추출된 확률변수라고 하자. 이 때 θ는 대조군과 치료군의 치료효과

차이를나타내는위치모수이며, 비열등성시험에서의가설은다음과같다.

H0 : µS − µT ≥ δ vs H1 : µS − µT < δ

여기서 δ는 실험 전에 임상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되어지는 양의 실수로 비열등성의 한계라고 하고,

µS와 µT는각각대조군과치료군의평균반응값이다.

2.1. Wilcoxon 순위합 검정에서의 표본수

Wilcoxon 순위합 검정의 검정통계량 W는 대조군과 치료군의 통합순위에서 치료군의 순위합으로 다

음과같이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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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n∑
j=1

Rj

=

n∑
j=1

(

n∑
i=1

I{Yj ≥ Yi}+
m∑
i=1

I{Yj ≥ Xi})

=
n(n+ 1)

2
+

m∑
i=1

n∑
j=1

I{Yj ≥ Xi}

여기서 Rj는 치료군의 통합순위로 X1, · · · , Xm과 Y1, · · · , Yn 중 Yj의 순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귀무

가설하에서 Wilcoxon 순위합검정의검정통계량

W ∗ =
W − E(W )√

var(W )
=

W − 1

2
n(n+m+ 1)

1

12
mn(m+ n+ 1)

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분포하게 되고 만약 |W ∗| ≥ zα를 만족하면 유의수준 α하에서 귀무가설을 기

각한다. 여기서 zα는 W ∗의귀무가설하에서분포에대한 (100×α)% 백분위수이다.

일반적으로 W의평균과분산은

µW =
n(n+ 1)

2
+mnp1

σ2
W = mnp1(1− p1) +mn(m− 1)(p2 − p21) +mn(n− 1)(p3 − p21)

이고, 여기서 p1, p2, p3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p1 =P (Y1 ≥ X1)

p2 =P (Y1 ≥ X1 and Y1 ≥ X2)

p3 =P (Y1 ≥ X1 and Y2 ≥ X1)

따라서 Kim과 Kim (2007)에 의해 계산된 비열등성 시험에서 Wilcoxon 순위합검정을 이용한 표본

수계산은아래와같다.

대립가설이참일경우의 Wilcoxon 순위합검정의검정력 (power)은

power = P (|W ∗| > zα)

≈ P (W ∗ > zα)

= P

(
W − n(n+ 1)/2−mnp1

σW
>

zα
√

mn(m+ n+ 1)/12 +mn(1/2− p1 − δ)

σW

)
이고, 두군의표본수가동일할때검정력이가장크므로 n = m으로놓으면검정력은다음과같다.

power = 1− Φ

(
zα
√

1/6−
√
n(1/2− p1 − δ)√

p2 + p3 − 2p21

)

여기서 Φ(·)는표준정규분포의분포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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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그룹당표본수는

n =

(
zα
√

1/6 + zβ
√

p2 + p3 − 2p21
1/2− p1 − δ

)2

(2.1)

이다.

Wilcoxon순위합검정의검정력에서 p1, p2, p3는모집단의분포에따라다음과같이계산된다.

대조군과치료군의분포가각각 N(µX , σ2
X), N(µY , σ2

Y )을따르는경우 p1, p2, p3는다음과같이계

산된다 (simonoff 등, 1986).

p1 = Φ

(
µY − µX

(
√

(σ2
X + σ2

Y )

)

p2 =
p21

p21 − p1 + 1

p3 =
p21

p21 − p1 + 1

또한 대조군과 치료군의 분포가 평균 µX , µY이고 분산 σ2
X , σ2

Y인 이중지수 분포를 따르는 경우 p1, p2,

p3는

p1 = 1 +

(
σX

4(σX − σY )
− 1

2

)
e

µX−µY
σY +

(
µX − µY

4σY

)
e

µXσY −µY σX
σXσY − σX

4(σX + σY )
e

µX−µY
σX

p2 =
p21

p21 − p1 + 1

p3 =
p21

p21 − p1 + 1

이다.

2.2. 선형위치통계량을 이용한 검정법에서의 표본수

선형위치통계량을 이용한 검정법에서 위치 (placement) 확률변수 U1, U2, · · · , Un은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Orban과 Wolfe, 1982).

mUi = [number of X ′s ≤ Yi], i = 1, 2, · · · , n

여기서 m은대조군의표본수이다. 그리고선형위치통계량은

SP
n,m =

n∑
i=1

ϕm(Ui)

이고, 여기서 ϕm(x)는 [0,1]에서 정의된 실수 값을 가지는 점수함수이다. 다음을 만족할 때 유의수준 α

하에서귀무가설은기각된다.

P (SP
n,m ≥ sα)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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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α는 SP
n,m의 귀무가설하에서의 분포에 대한 (100×α)% 백분위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균일 점

수함수와지수점수함수를이용한선형위치통계량을채택하여계산하고, 이때점수함수는다음과같다.

ϕ(x) = x 균일점수함수

ϕ(x) = −ln(1− x) 지수점수함수

그리고선형위치통계량의평균과분산은

ϕ̄ = E(ϕ[F (Yi)]) =

∫
ϕ[F (y)]dG(y)

Vϕ = V ar(ϕ[F (Yi)]) =

∫
[ϕ[F (y)]− ϕ̄]2G(y)

이고, Kim (1994)이계산한선형위치통계량을이용한검정의검정력은

β(Θ) = P (SP
n,m > sα : H1 is true)

≈ P

(
Z ≥

nϕ̄0 + zα
√

nVϕ0 − nϕ̄θ√
nVϕ0

)

= 1− Φ

(
zα +

√
n(ϕ0 − ϕ̄θ)√

Vϕ0

)

이다. 여기서 ϕ̄0와 Vϕ0는 각각 귀무가설하에서의 평균과 분산이고 ϕ̄θ는 대립가설하에서의 평균이며,

Φ(·)는표준정규분포의분포함수이다.

이식을정리하면

√
n(ϕ̄0 − ϕ̄θ)√

Vϕ0

=
√
n


∫

ϕ(F (y))dF (y − δ)−
∫

ϕ(F (y))dF (y − θ)√∫
(ϕ(F (y))− ϕ̄0)

2dF (y)



=
√
n


∫

ϕ(F (y + δ))dF (y)−
∫

ϕ(F (y + θ))dF (y)√∫
(ϕ(F (y))− ϕ̄0)

2dF (y)



≈
(δ − θ)

√
n

∫
(ϕF )′(y)dF (y)√∫

(ϕ(F (y))− ϕ̄0)
2dF (y)

이고, 이를이용하여검정력을구하면

β(Θ) ≈ 1− Φ

zα +

(δ − θ)
√
n

∫
(ϕF )′(y)dF (y)√∫

(ϕ(F (y))− ϕ̄0)
2dF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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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각군의표본수는

n =

 (zα + zβ)
√∫

(ϕ(F (y))− ϕ̄0)2dF (y)

(θ − δ)
∫
(ϕF )′(y)dF (y)

2

(2.2)

이다. 여기서 (ϕF )′(t) = dϕ[F (y)]/dt이다.

2.3. 모수적 방법의 표본수

대조군과치료군의표본수가동일할때검정력이가장크므로 n = m으로놓으면검정력은

power = Φ

 δ − θ

θ2S + θ2T
n

− zα


이고, 각군의표본수는

n =
2σ2(zα + zβ)

2

(θ − δ)2
(2.3)

이다.

3. 표본 수 비교 및 결과

본논문에서는비열등성시험을위한기존의방법인 t 검정법을이용한표본수계산방법과 Wilcoxon

순위합검정을 이용한 표본수 계산방법을 새로 제안한 선형위치통계량을 이용한 검정법에서의 표본 수

계산방법과비교하였다.

먼저, 유의수준과 검정력은 α = 0.05, 1 − β = 0.8인 경우로 고정하고, 대조군과 치료군의 치료효과

차이 µS − µT에서 비열등성의 한계 δ와의 차이인 ∆는 0.1, 0.15, 0.2, 0.25, 0.3, 0.35, 0.4, 0.5, 0.6,

0.8, 1로 변화시켜 계산하였다. Wilcoxon 순위합검정에서의 표본 수는 식 (2.1), 제안한 선형위치통계

량을 이용한 검정법에서의 표본 수는 식 (2.2), 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표본 수는 식 (2.3)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고, 모집단의 분포로는 이용가능성이 많은 정규분포와 이중지수분포를 채택하였다. 검정력 0.9를

가정한 위치방법에 따른 표본수의 결과는 검정력 0.8인 본 논문의 경우와 유사하였으며, 또한 지수분포

등 기타분포 경우들의 검정력 계산 결과는 좋은 장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추가비교를 제시하지 않았

다. 이에따른표본수계산결과를 Table 3.1로정리하였다.

각 표에서 ∆가 작을수록, 또한 σ2이 커질수록 표본 수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세가지 방법을

비교하면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이용한 경우 표본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경우이고위치 (placement) 방법의경우가가장작게나왔다.

모집단의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수를 비교해보면 Wilcoxon 순위합검정 방법에서 이중지수분포를 가

정한 경우가 표본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Wilcoxon 순위합검정 방법에서 정규분포를 가정한 경

우이고, 그다음은모수적방법으로계산하였을경우이고, 네번째로는위치방법에서정규분포를가정하

고 지수점수함수로 계산하였을 경우이다. 그 다음으로는 위치 방법에서 균일 점수함수로 계산한 경우이

고, 위치 방법에서 이중지수분포를 가정하고 지수점수함수를 적용하였을 경우는 이와 근소한 차이를 보

이며 작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위치 방법에서 이중지수분포를 가정하고 균일점수함수를 적용하였을 경

우의표본수가가장작게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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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ample size calculation: α = 0.05, power (1 - β) = 0.8

∆ σ2
X=σ2

Y

placement Wilcoxon

t testnormal double exp.
normal double exp.

uniform exp. uniform exp.

0.1

1 648 758 413 644 1345 1709 1237

2 1295 1516 825 1287 2661 3380 2474

3 1943 2274 1237 1931 3971 5047 3710

0.15

1 288 337 184 286 610 774 550

2 576 674 367 572 1199 1522 1100

3 864 1011 550 858 1785 2267 1649

0.2

1 162 190 104 161 350 444 310

2 324 379 207 322 684 868 619

3 486 569 310 483 1015 1289 928

0.25

1 104 122 66 103 228 290 198

2 208 243 132 206 443 563 396

3 311 364 198 309 657 834 594

0.3

1 72 85 46 72 161 206 138

2 144 169 92 143 312 397 275

3 216 253 138 215 461 586 413

0.35

1 53 62 34 53 121 154 101

2 106 124 68 106 232 296 202

3 159 186 101 158 343 435 303

0.4

1 41 48 26 41 94 121 78

2 81 95 52 81 180 230 155

3 122 143 78 121 265 337 232

0.5

1 26 31 17 26 62 81 50

2 52 61 33 52 119 151 99

3 78 91 50 78 174 221 149

0.6

1 18 22 12 18 45 58 35

2 36 43 23 36 84 108 69

3 54 64 35 54 123 157 104

0.8

1 11 12 7 11 27 36 20

2 21 24 13 21 50 65 39

3 31 36 20 31 72 93 58

1

1 7 8 5 7 18 25 13

2 13 16 9 13 34 44 25

3 20 23 13 20 48 62 38

**exp.=exponential, double exp.=double exponential

4.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비열등성 시험에서 표본 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을 사

용하여 각각의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유의수준과 검정력을 고정하고, 기존의 방법들과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을 비교한 결과 모수적 방법과 Wilcoxon 순위합 검정 방법보다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위치

(placement) 방법에서 표본 수가 가장 작게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중지수분포를 가정하고 균일점수함

수를적용해계산한경우가표본수가가장작음을보았다. 본논문에서제안한방법에의한표본크기가

모수적 방법에 비해 거의 절반의 크기로 나왔는데 이는 제시된 표본 수 계산 공식에서의 분산추정량이

모수적 방법에서의 계산에 이용된 분산에 비해 상당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표본 수가 절반 가까

이로작아지게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본논문에서제안하는방법에사용된균일점수함수는일

정한 함수로 가중치가 필요없을 경우에 쓰며, 지수점수함수는 x가 점점 커짐에 따라 함수값이 작아지는

형태로 가중치를 적게 주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균일점수함수를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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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정규분포와 이중지수분포를 다루었는데, 이중지수분포가 정규분포일 때 보다

본논문에서제안한방법이기존의방법보다더좋은효과를보였다. 따라서모집단의분포가꼬리가두

텁고넓게퍼져있는특성을보이는경우에는본논문에서제안한방법을쓰는게더좋은결과를보인다.

결과적으로본논문에서제시된선형위치통계량을이용한방법은정규분포뿐아니라이중지수분포까

지 사용하여 정규분포를 벗어나는 범위까지 다룰 수 있으므로 모수적 방법에 비해 분포의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 기존의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이용한 방법

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모수적 방법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았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 제시한 표본 수 계산에서의 분산추정량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작게 추정된 것은 선형위치통계량

의근사분포에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이에보다정밀하게추정할수있는다른선형위치통계량의

점근분포를 추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포

함수를 가정하기 힘든 경우에 적절한 크기의 표본 수를 구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그리고 연구수행의 효율적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좋은방법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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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linical research, sample size determin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ere are parametric method using t-test and non-parametric method suggested by

Kim and Kim (2007) based on Wilcoxon’s rank sum test for determining sample size in

non-inferiority trials. In this paper, we propose sample size calculation method based

on placements method suggested by Orban and Wolfe (1982) and using the power

calculated by Kim (1994) in non-inferiority trials. We also compare proposed sample

size with that using Kim and Kim (2007)’s formula and that of t-test for parametric

methods. As the result, sample size calculated by proposed method based on place-

ments is the smallest. Therefore, proposed method based on placements is better than

parametric methods in case that it’s hard to assume specific distribution function for

population and also more efficient in terms of time and cost than method based on

Wilcoxon’s rank su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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