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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직장암 환자들의 수술 후 재발까지의 시간 데이터에 대해 집단 간 생존함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로그 순위 검정 결과 유의수준 10%에서 포도당 단일수송체 (GLUT1)의 수준, 수술

전 병기 (cstage), 수술 후 병기 (ypstage)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며,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이용하

여 검정한 결과 가장 유의한 공변량은 포도당 단일수송체와 수술 후 병기였다.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경우, 우도함수를기반한여러가지위험률변화점을추정하였다.

주요용어: 생존함수, 위험률변화점, 위험률함수, 중도절단, 지수분포, 직장암, Cox 비례위험률모형.

1. 서론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time to event)이 관심 있는 반응

변수이다. 예를 들어, 기계부품의 고장, 환자의 죽음, 실직 후 재 구직 같은 사건 발생 시간 등이 있다.

이러한생존시간에대한분포뿐만아니라생존에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들의효과에도관심이많다.

생존율은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가 해마다 어느 정도 생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다. 환자들에게

각각 적용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의해 생존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생존분석을 수행한다. 환자들

마다 병의 위중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 질병의 사망 유무와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비교 조사할 목적으로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선호하

기도한다.

생존분석은 생존기간을 분석하여 생존함수 (survival function) 또는 생존곡선 (survival curve)을 추

정하는 통계기법으로서 암 연구에서는 치료방법이나 예후인자, 그리고 폭로인자 등이 생존에 미치는 효

과 등을 추정하는데 이용된다. 생존분석에서는 사건의 발생 여부에 대해 불완전한 관측값인 중도절단

된 데이터 (censored data)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연구 기간 내에 사건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를 우중도절단 (right censoring) 되었다고 한다. Ahn (2010)은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도절단데이터의특성을반영한모형연구가필요하다고하였다.

Jung 등 (2005)은 Kaplan-Meier, 로그 순위 검정 (log-rank test) 그리고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이

용하여 췌장암 환자들의 치료 방법에 따른 생존율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Seo 등 (2002)은 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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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 대해 Kaplan-Meier 방법을 통한 생존율을 산출하였고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환자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Shin과 Kim (2014)는 불완전한 관

측을 가진 재발 사건 자료를 분석했으며 Oh와 Lee (2014)는 생존시간과 유전자-유전자의 교호작용과

의 연관성에 초점을 요즘 생존분석에서 크게 활용되는 모수적인 AFT 모형을 적용한 방법을 제안하였

다. 진행 직장암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및 수술 후 5년 내에 20∼30% 재발률을 보인다. 이 때 수술

후 병리 소견에서 완전반응, 부분반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예후와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이 있

다. 또 불량한 예후를 가진 환자를 미리 알 수 있는 생체표지자를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새롭게 적용하는 방사선 치료법이나 항암제를 불량한 예후의 환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노

력이다. 진행한직장암환자는수술후재발여부를파악하기위한정기적검진을필요로한다. 주로컴

퓨터 단층촬영, PET-CT, 자기공명촬영 등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 비용과 방사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간격으로검진이시행되어야하므로생존및재발에관한생존모형연구가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암 (rectal cancer) 생존시간 데이터에 대한 생존분석과 위험률의 변화존재 여부

에대한검정을하고자한다. 2절에서는분석에사용하는직장암생존데이터를소개하고 3절에서는직장

암 데이터에 대해 여러 가지 생존분석모형을 적합하고 집단 간 생존함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로그 순

위 검정을 한다. 4절에서는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우도함수를 이용하여 변화 존재여부에 대

한 검정법을 소개하고 직장암 생존데이터에 대해 변화검정과 추정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직

장암생존데이터분석에대해간단한결론을맺는다.

2. 직장암 데이터

직장암이란 직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 종양을 말한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

되는데, 암이발생하는위치에따라결장에생기는암을결장암, 직장에생기는암을직장암이라고하며,

이를통칭하여대장암혹은결장직장암이라고한다.

직장암은한국에서 1년에 12,400여명이발생하는암으로서구화된생활습관으로인하여점점증가하

고 있다 (National Cancer Statistics, 2011). 직장암은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병합하여 치료하

는 종양이다. 초기인 1기 직장암은 수술로 치료를 하고 전이가 있는 4기 직장암은 항암치료를 시행하고

보조적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한다. 직장암 2기와 3기의 진행 직장암은 항암방사선 치료를 6주간 시행

후 수술을 시행하고 그 후 보조 항암치료를 시행한다. 이런 과정으로 치료해도 5년 내에 20∼30% 재발

하는 경과를 보인다. Maas 등 (2010)과 Shim 등 (2013)에서 직장암에 대한 연구결과를 상세히 보여준

다.

2.1. 직장암 데이터 출처 및 변수 설명

본연구에쓰인직장암데이터는 2005년과 2008년사이에한국수원에위치한성빈센트병원에서신

보조 화학방사선요법과 복강경 수술을 겪은 104명의 직장암 환자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104명의 환자

는 남자 71명, 여자 33명으로 구성된다. 직장암 2기와 3기의 환자들이 각각 50%씩 차지하며 환자들의

기록, 방사선 발견, 수술 후의 병리학적 슬라이드들이 검토되었다. 104명의 환자 중 77명이 우중도절단

된 경우이다. 단계감소 (down staging)는 수술 전 병기에서보다 수술 후 병기에서 단계가 감소가 된 것

으로정의된다. 이데이터의구조를보면우중도절단인경우는약 74%로높은편이다.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환자들은 화학방사선요법 전에 초기정밀검사를 받았다. 초기정밀검사는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CT), 흉부컴퓨터단층촬영 (chest 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CT), 부인과자

기공명영상 (pelvis MRI), 직장 내 초음파를 포함한다. Table 2.1에서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 설

명한다. Table 2.2, Table 2.3, Table 2.4는 GLUT1 단백질수준, 수술전병기(cstage) 그리고수술후

병기 (ypstage)에대한빈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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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Variables of rectal cancer

Variable (continuous) Definition Mean

RFS Recurrence free survival time 26.95 (range: 3-56)

OS Overall survival time 34.73 (range: 15-60)

Age Age 60.75 (range: 36-83)

CEA Carcinoembryonic antigen 10.11 (range: 0.67-205.64)

Cancer biomarker

LDH Lactate dehydrogenase 288.44 (range: 114-582)

Variable (discrete) Definition number of patients

Age 65 Age

0: under age 65 / 1: over age 65 67 / 37

sex gender

1: male / 2: female 71 / 33

PS Performance status

0: none / 1: yes 47 / 57

difference Tissue difference

1: Well / 2: Moderate / 3: Poorly 19 / 78 / 7

cT c stage × T stage

2 / 3 / 4 2 / 99 / 3

cN c stage × N stage(transfer to lymp)

0: none / 1 / 2 52 / 33 / 19

cstage Clinical stage (before operation)

2: stage 2 / 3: stage 3 52 / 52

pT p stage × T stage

0 / 1 / 2 / 3 / 4 23 / 5 / 24 / 50 / 2

pN p stage × N stage

0 / 1 / 2 74 / 24 / 6

ypstage Pathologic stage=pT+pN

0: complete / 1 / 2 / 3 23 / 23 / 28 / 30

down stage down staging from cstage to pstage

1: yes (improved) / 2: no 61 / 43

CR Complete response

0: cancer cells disappear / 1: cancer cells leave 23 / 81

recurrence recurrence

0: no (censored) / 1: yes (event) 77 / 27

death 0: alive / 1: dead 93 / 11

GLUT01 2 0: Low expression, 1: High expression 79 / 25

LDH5 01 2 0: L / 1: H 49 / 55

PDK1 01 2 0: L / 1: H 62 / 42

HIFIa 01 2 Hypoxia inducible factor-1α

0: L / 1: H 56 / 48

Table 2.2 Frequency table of GLUT1 and cstage

cstage

2 3 total

GLUT1 0 42 37 79

1 10 15 25

total 52 52 104

Table 2.3 Frequency table of GLUT1 and ypstage

ypstage

0 1 2 3 total

GLUT1 0 22 18 18 21 79

1 1 5 10 9 25

total 23 23 28 3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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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Frequency table of cstage and ypstage

ypstage

0 1 2 3 total

cstage 2 10 16 14 12 52

3 13 7 14 18 52

total 23 23 28 30 104

3. 직장암 데이터에 대한 생존분석

사건 발생 시간 데이터는 {T1, · · · , Tn}, 중도절단 된 대상자에 대한 관측중단시점은 {C1, · · · , Cn}일
때, 우중도절단 여부는 {δ1, · · · , δn}라고 표기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Ti, δi), i = 1, · · · , n}로 표현되
며여기서 Ti = min(Ti, Ci), δi = I(Ti < Ci)이며우중도절단경우 δi = 0이다.

사건 (사망)이 D개의 시점 t1 < t2 < · · · < tD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di는 ti시점에서의 사

망한 사람의 수이며 Yi는 ti시점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수로서 ti시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수이다.

di/Yi는 ti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할 확률 즉, 사망할 확률이고 1 − di/Yi는 ti시점 이후에 살아남을 확률

이다.

Fleming과 Harrington (1991), Collectt (1994), Klein과 Moeschberger (1997)와 Kim (2013)에서

생존분석방법에대해자세히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부터 재발까지의 시간인 무재발 생존시간 (recurrence free survival; RFS) 변

수를 생존시간으로 사용하여 직장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통계 시

스템 R을사용하였으며패키지로는 survival과 ISwR을사용하였다.

3.1. Kaplan-Meier 생존함수

가장 널리 활용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Kaplan-Meier 추정량을 들 수 있다. Kaplan-Meier 생존분

석 방법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마다 구간생존율을 구하여 이들의 누적으로서 누적생존율을 추정하는 방

식이며 비모수적 최대우도 (nonparametric maximum likelihood)를 활용한 방법으로 누적한계 추정량

(product-limit estimator)이라고불린다. Kaplan-Meier 생존함수는다음과같다:

Ŝ(t) =

{
1, if t < t1∏

ti≤t

[
1− di

Yi

]
, if t1 ≤ t.

(3.1)

3.2. 로그 순위 검정법

로그 순위 검정은 비모수적 검정 (nonparametric test)으로 집단 간 생존함수의 동일성여부에 대한

검정법이며관심있는가설은다음과같다:

H0 : S1(t) = S2(t) 대 H1 : S1(t) ̸= S2(t).

두그룹의데이터가다음과같을때:

그룹1 : (t11, δ11), (t12, δ12), · · · , (t1m1 , δ1m1)

그룹2 : (t21, δ21), (t22, δ22), · · · , (t2m2 , δ2m2).

우선 관측값을 모두 합치고 (pooled),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δ = 1인 값들에 대해 t1 < · · · <

tD을 생성한다. 각 ti시점에서 d1i는 그룹 1 로부터, d2i는 그룹 2로부터 관찰된 사건수이다. Y1i =∑m1
k=1 I (t1k ≥ ti)와 Y2i =

∑m2
k=1 I(t2k ≥ ti)는각각그룹 1로부터위험그룹에속한건수와그룹 2로부

터위험그룹에속한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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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순위검정통계량은

Z∗ =

r∑
i=1

[
d1i
Y1i

− di
Yi

]
(3.2)

이고

Z =
Z∗
√
V1

∼ N(0, 1), χ2 =
Z∗2

V1
∼ χ2(1) (3.3)

이다. 여기서 V1 =
∑D

i=1 V ar(d1i)이다.

네 종류의 단백질에 대한 각각의 로그 순위 검정 결과는 Table 3.1에 성별, 수술 전 병기 (cstage), 수

술 후 병기 (ypstage)에 대한 로그 순위 검정 결과는 Table 3.2에서 보여준다. Figure 3.1은 각 단백질

에 대해 low/high 각 그룹에 대한 Kaplan-Meier 생존함수이고, Figure 3.2는 성별, 수술 전 병기, 수술

후병기에따른 Kaplan-Meier 생존함수이다.

Table 3.1 Log-rank test results for protein levels

Protein type Null hypothesis (H0) Alternative (H1) χ2 p-value Sig. level (α)

GLUT1 5.8 0.0157 < 0.05

LDH5 Slow(t) = Shigh(t) Slow(t) ̸= Shigh(t) 0 0.998 > 0.05

PDK1 0.3 0.613 > 0.05

HIF-1α 0 0.901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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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Kaplan-Meier survival functions according to protein levels

Table 3.2 Log-rank test results for covariates

Covariate Null hypothesis (H0) Alternative (H1) χ2 p-value Sig. level (α)

sex Smale(t) = Sfemale(t) Smale(t) ̸= Sfemale(t) 0.1 0.733 > 0.10

cstage Sstage2
(t) = Sstage3

(t) Sstage2
(t) ̸= Sstage3

(t) 3.3 0.0678 < 0.10

ypstage Sstage0
(t) = Sstage1

(t) At least one Sstagej
(t) is 19.2 0.0003 < 0.10

= Sstage2
(t) = Sstage3

(t) different from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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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Kaplan-Meier survival functions according to covariates

3.3. Nelson-Aalen 누적 위험률함수와 생존함수

생존함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면 위험함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Nelson-Aalen 누적위험률함수를통해생존함수를구할수있다.

Nelson-Aalen 누적위험률추정량은

H(t) =

{
0, if t ≤ t1∑

ti≤t
di
Yi
, if t1 ≤ t

(3.4)

이고, Nelson-Aalen 추정량의분산은

σ2
H(t) =

∑
ti≤t

di
Y 2
i

이다.

Nelson-Aalen 누적위험률 추정량을 이용한 생존함수는 S(t) = exp
(
−H(t)

)
이다. Figure 3.3은 각

단백질에 대해 고 (high), 저 (low) 각 그룹에 대한 Nelson-Aalen 누적 위험률함수이고, Figure 3.4는

성별, 수술전병기, 수술후병기에따른 Nelson-Aalen 누적위험률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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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Nelson-Aalen cumulative hazard functions according to protei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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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Nelson-Aalen cumulative hazard functions according to covariates

3.4. Cox 비례위험률 모형

Cox 비례위험률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중도절단 데이터를 처리하는 생존분석법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과생존율의개념을혼합한형태이다. 성별, 분석당시의나이등생존율에영향을주

는많은인자들을반영하여회귀분석을시행하고이들의생존시간에대한영향력을검정한다.

직장암과 관련된 공변량을 고려한 생존함수를 구하기 위해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이용한다. 비례위

험회귀모형은

h(t|Zi) = λ0(t) exp(Z
′
iβ) (3.5)

이다. 여기서 λ0(t)는 분포 가정이 주어져 있지 않은 기저위험률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이고,

β = (β1, · · · , βp)는 p × 1벡터로 공변량 Zik의 효과를 추정하는 회귀계수이다. Zik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exp(βk) 만큼위험률이증가하게된다.

비례위험 회귀모형을 가정하고 공변량을 다르게 고려하여 모형을 적합하였다. 모형적합도 검정의 귀

무가설과대립가설은다음과같다.

H0 : 비례위험률모형에서공변량에대한회귀계수가모두 0이다. 대 H1 : not H0.

Table 3.3은 GLUT1과 CEA를공변량으로고려하여검정하였고 GLUT1은유의수준 5%에서, CEA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다. Table 3.4는 공변량으로 age, cstage, GLUT1, LDH5, PDK1과 HIF-

1α를 고려한 모형 적합 결과이며 GLUT1은 유의수준 5%에서, cstage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다.

Table 3.5는 down stage, ypstage, GLUT1을 공변량으로 고려하여 모형 적합을 한 결과로 ypstage

만 유의하다. 이러한 검정 결과 검정 결과 가장 유의한 공변량은 ypstage, 그 다음 유의한 공변량은

GLUT1이라고할수있다.

Table 3.3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ith GLUT1 and CEA

Variable Regression coeff. exp(Reg. coeff) sd Test stat p-value

estimate H0: Reg. coeff =0

GLUT1 1.041 2.831 0.416 2.504 0.012

CEA 0.011 1.011 0.006 1.892 0.059

Test stat. degree of freedom p-value

Likelihood ratio test 7.39 2 0.025

Wald test 8.32 2 0.016

Score test 9.19 2 0.010



1232 Sieun Lee · Byoung Yong Shim · Jaehee Kim

Table 3.4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ith six covariates

Variable Regression coeff. exp(Reg. coeff) sd Test stat p-value

estimate H0: Reg. coeff =0

age 0.007 1.007 0.019 0.377 0.706

cstage 0.795 2.213 0.424 1.873 0.061

GLUT1 1.349 3.854 0.488 2.762 0.006

LDH5 -0.357 0.699 0.437 -0.818 0.413

PDK1 -0.541 0.582 0.425 -1.273 0.203

HIF-1α -0.182 0.834 0.408 -0.446 0.656

Test stat. degree of freedom p-value

Likelihood ratio test 11.21 6 0.082

Wald test 11.54 6 0.073

Score test 12.17 6 0.058

Table 3.5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ith three covariates

Variable Regression coeff. exp(Reg. coeff) sd Test stat p-value

estimate H0: Reg. coeff =0

down stage -0.42 0.653 0.664 -0.641 0.521

ypstage 0.991 2.693 0.379 2.612 0.009

GLUT1 0.636 1.888 0.411 1.545 0.122

Test stat. degree of freedom p-value

Likelihood ratio test 20.54 3 0.000

Wald test 15.65 3 0.001

Score test 18.96 3 0.000

3.5. 모형 진단

모형이 적합 된 후에는 모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모형에 대한 검토를 위한 모형

진단 절차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적합 된 모형을 사용하여 각 개체 (개인)에 대해 잔차를 계산할 수 있

다. 모형 적합 후 얻은 잔차 (residual)에 기반 한 모형검토를 할 수 있다. 모형이 만족스럽다면 잔차의

움직임에서도 나타나게 되므로 잔차 그림을 통해 잔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존분석에서 여러 종

류의잔차가제안되었으나여기서는마팅게일잔차를데이터분석에활용하고자한다.

Cox-Snell (1968) 잔차는 모형이 적절할 경우 관측값에 대해 평균과 분산이 각각 1인 지수분포로 치

우친 분포를 따르게 된다. Fleming and Harrington (1991) 은 관측값에 대해 평균 0을 갖도록 다음과

같은잔차를제안하였다.

마팅게일잔차 (martingale residual)는

rMi = δi − Λ̂0(ti) exp(Z
′
iβ̂) = δi − rCi (3.6)

으로정의된다. 여기서 ti = (T i ∧ Ci), −∞ < rMi < 1이다.

δi = 0일 경우, 즉 중도절단의 경우에는 마팅게일 잔차는 음수가 된다. 마팅게일 잔차는 (0, ti)에서

개체 i의 관측된 사망자 수와 적합 된 모형에 기반 한 누적위험률 간의 차이다. 즉 관측된 경우에는 개

체 i의 관측된 사망자 수는 1 (δi = 1)이고 그 구간에서 적합된 모형에 의한 기대 사망자수는 해당 누적

위험률이다. 중도절단된경우에는개체 i의관측된사망자수는 0 (δi = 0)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마팅게일잔차는일반적인데이터분석에서의잔차개념과비슷하다.

Figure 3.5과 Figure 3.6은 각각 ypstage 변수, CEA 변수의 마팅게일 잔차와의 관계이다. Cox 모형

에 포함하고자 하는 변수의 선형성을 검토하고자 마팅게일 잔차 그림을 그렸다. 두 변수 모두 선형성을

보이므로 Cox 회귀 모형에 설명변수로 포함 가능해 보인다. 여기서 마팅게일 잔차는 설명변수가 없는

Cox 모형으로부터얻은잔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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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ypstage and Martingale residuals Figure 3.6 CEA and Martingale residuals

4. 직장암 데이터에 대한 위험률 변화 검정

생존함수 또는 위험률함수에 변화가 존재할 경우는 변화점에 따라 다르게 추정해야하는 문제가 대두

된다. Matthews 등 (1982)과 Henderson (1990)은 우도함수에 근거한 변화 검정법을 제안하였으며 본

논문의 데이터에 대해 변화검정을 하고자한다. 두 방법 모두 관측데이터에 대한 방법이므로 직장암 데

이터에대해절단성을고려하지않은경우와고려한경우에대해각각적용해보고자한다.

4.1. 위험률 변화 검정통계량

생존데이터에 대해 위험률에 변화가 존재하는지 검정해 보고자한다. 생존데이터 T1, · · · , Tn는 서로

독립이며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RFS에 대해 (t, -logS(t)) 그림을 그려본 결과 어느 순간까지

지수분포를크게벗어나지않아보이므로지수분포를가정한위험률변화점추정을하고자한다.

h(t) =

{
λ0, 0 ≤ t ≤ τ

λ1 = ρλ0, t > τ
(4.1)

여기서 λ0, λ1는 위험률, ρ > 0이고 τ는 변화점이다. {(λ0, λ1, τ) : λ0 ≥ 0, λ1 ≥ 0, τ ≥ 0}는 모수공간
이다. 변화검정에대한가설은다음과같다:

H0 : ρ = 1, τ = 0 대 H1 : ρ ̸= 1, τ > 0.

변화점 τ를갖는 T의확률밀도함수는

f(t) =

{
λ0 exp(−λ0t), t ≤ τ

λ1 exp(−λ0τ − λ1(t− τ)), t > τ

이다.

우도함수 기반 변화검정에 대한 연구로 Worsley (1988), Yao (1986), Matthews와 Farewell (1982),

Henderson (1990) 등이있다. Matthews와 Farewell (1982)은로그우도함수기반변화검정법을제안



1234 Sieun Lee · Byoung Yong Shim · Jaehee Kim

하였다. 고정된변화점인 τ에대해 N(τ)는 τ시점까지의관측값개수로 N(τ) = r이고 ti는순서통계량

이다. 우도함수는

L1(τ) = r log λ0 + (n− r) log λ1 − λ0

r∑
i=1

ti − λ1

n∑
i=r+1

ti + (n− r)τ(λ1 − λ0)

이다. 고정된 τ에대해 λ0와 λ1의최대우도추정량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LE)은

λ̂0 =
r

r∑
i=1

ti + (n− r)τ
, λ̂1 =

n− r
n∑

i=r+1

ti − (n− r)τ
(4.2)

이고, 우도기반검정통계량은

LMF = 2× max
τl≤τ≤τu

[L1(τ)− L1(0)] (4.3)

이다. Matthews와 Farewell (1982) 의우도기반변화점추정량은

τ̂MF = 2× argmaxτl≤τ≤τu [L1(τ)− L1(0)] (4.4)

이다.

Henderson (1990)은위험률변화검정을위해두번로그취한우도를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τ = t+k : L+
k = 2

{
k log

(
k

Uk

)
+ (n− k − 1) log

(
n− k − 1

1− Uk

)
− (n− 1) log(n− 1)

}
τ = t−k : L−

k = 2

{
(k − 1) log

(
k

Uk

)
+ (n− k) log

(
n− k

1− Uk

)
− (n− 1) log(n− 1)

}
여기서 Uk = {

∑k
i=1 ti + (n− k)tk}/

∑n
i=1 ti이다.

L1(k) =
{
max(L+

k , L
−
k )

}
, k = 1, · · · , n− 1 (4.5)

이고, 이는 Matthews and Farewell (1982) 에 의해 제안된 우도비통계량과 같다. 다음의 세 가지 L2,

L3, L4는우도비를수정하는세가지방법에의해각각수정된검정통계량이다.

표준화우도비통계량기반검정통계량으로

L2 = max
1≤k≤n−1

{
(L+

k − µ+
k )

σ+
k

,
(L−

k − µ−
k )

σ−
k

}
(4.6)

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µ+
k = E(L+

k ), σ
+
k =

√
var(L+

k ), µ
−
k = E(L−

k ), σ
−
k =

√
var(L−

k )이다. 또한

L1에가중치를고려한검정통계량으로

L3 = max
1≤k≤n−1

[
L1(k) + log

{
4k(n− k)

n2

}]
(4.7)

을제안하였고, L2에가중치를고려한 Henderson (1990)의검정통계량으로는

L4(k) = max
1≤k≤n−1

[
L2(k) +

1

2
log

{
4k(n− k)

n2

}]
(4.8)

을제안하였다. Henderson (1990)의우도기반변화점추정량은

τ̂H = argmaxτl≤τ≤τuL4(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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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Loader (1991)는위험률변화점에대한우도비과정에기반하여변화여부에대한검정통계량을제안

하였다. 임의 중도절단 (random censoring) 이 있는 경우에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수준 조

절에대해언급하였다.

T1, · · · , Tn에대한우도함수는

L(λ0, λ1, τ) = λ
X(τ)
0 λ

n−X(τ)
1 exp

{
−λ0

n∑
i=1

(Ti ∧ τ)− λ1

n∑
i=1

(Ti − τ)+
}

이다. 여기서 (a ∧ b) = min(a, b),

(a− b)+ =

{
a− b, a > b

b, a < b
, (a ∧ b)+ =

{
a, a > b

b, a < b

이다. 변화점존재여부검정에대한로그우도비통계량은

l(τ) = X(τ) log

{
X(τ)

∑
Ti

n
∑

(Ti ∧ τ)

}
+ {n−X(τ)} log

[
{n−X(τ)}

∑
Ti

n
∑

{Ti − (Ti ∧ τ)}

]
(4.10)

이다. Loader (1991)의우도기반검정통계량은

LLoa = max
τl≤τ≤τu

l(τ) (4.11)

이고, 변화점추정량은

τ̂Loa = argmaxτl≤τ≤τu l(τ) (4.12)

이다.

4.2. 직장암 데이터에 대한 위험률 변화 검정결과

직장암 데이터에 대해 지수분포를 가정하고 우도함수를 기반하여 위험률 변화에 대한 검정을 하고자

한다. Matthews와 Farewell (1982)과 Henderson (1990) 검정은 중도절단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검정

법이다. 직장암 데이터는 우중도절단 데이터를 포함하나 본 논문에서는 관측값으로 간주하여 검정하였

다. Loader (1991) 검정은 중도절단자료를 포함하므로 같이 비교하기 위하여 우중도절단인 경우를 관

측값으로간주하고검정을실시하였다. 관심있는가설은다음과같다:

H0 :위험률의변화가없다. 대 H1 :위험률의변화가있다.

직장암데이터에대해위험률변화검정을하였다. 한개변화점추정은중도절단된자료를제외한관측

된 자료만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검정과 추정 결과는 Table 4.1에서 보여준다. 검정통계량 계산 결과,

검정통계량 LMF , L4는 유의수준 α = 0.05에서의 기각값보다 크므로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

서위험률의변화존재가통계적으로유의하다.

Loader (1991) 검정통계량은

H0 : λ1 = λ0 대 H1 : λ1 = eδλ0

에대한검정으로 (τ, δ)에대한동시신뢰구간을구해검정한다. 여기서 δ = log(λ1/λ0)이다. 그러므로

Table 4.1에서 Loader 기각값은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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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 변화점을 추정한 결과, Matthews와 Farewell (1982) 방법에서는 35개월, Henderson (1990)

과 Loader (1991) 방법에서는 19개월로 같은 변화점을 추정했다. 변형된 우도함수 기반 변화점 추정

법에 따라 결과가 다른듯하다. 우도함수 대신 비모수적 방법에 의한 변화점 추정법도 있다. Zhang 등

(2014)은누적위험함수기반비모수적변화점추정법을제안하였다.

변화점 추정량 연구로는 James 등 (1987), Matthews와 Farewell (1985), Nguyen 등 (1984), Pettit

(1980), Han과 Jeong (1998), Kim (2009) 등이있다.

Table 4.1 Hazard change test and one change-point estimation for rectal cancer data

Method Test stat. α = 0.05 approx. critical value Change-point estimate

Matthews and Farewell LMF=216.85 6.76 35

Henderson L4=43.67 5.93 19

Loader LLoa=21.12 NA 19

5. 결론

직장암 환자들의 수술 후 재발까지의 시간에 대해 생존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비모수적 Kaplan-Meier

방법, 그룹별 생존함수차이에 대한 로그 순위 검정, 준모수적 Cox 비례위험률 모형 등을 적합하였다.

또한우도함수를활용하여위험률의변화존재여부에대한검정과추정을수행하였다.

Cox 비례위험률모형에서수술전병기, 수술후병기, 단계감소, GLUT1, LDH5, PDK1과 HIF-1α,

당단백, 나이, 성별 등 공변량의 조합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여러 가지 모형을 적합해보았으며 각 모형에

서 유의성 검정 결과 수술 후 병기가 가장 유의한 변수였다. 그러나 수술 후 병기는 수술 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모형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Cox 모형에서 GLUT1 단백질 수준과 당단백을

유의한 공변량으로 포함한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65세 이상/이하 (Age 65)를 층화변

수로 고려하여 Cox 층화 비례위험률 모형을 적합하였고 이러한 변수를 공변량으로 간주했을 때의 모형

과비교하였다. 두경우모두 GLUT1 단백질수준과당단백이유의하다는결과는같았다. 이연구에서

시도한 여러 모형에서 GLUT1 단백질 수준과 당단백은 직장암 환자들의 수술 후 재발까지의 시간에 있

어중요한생체지표 (biomarker)로여겨진다.

재발시간이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위험률 변화가 존재하는지 검정한 결과 변화점 존재

가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변화점 추정 문제가 대두되어 한 개 변화점을 추정하였다. Matthews and

Farewell (1982) 방법으로는 35개월, Henderson (1990)과 Loader (1991) 방법에의해서는 19개월로같

은변화점을추정했다. 변화점전후위험률이변화함을알수있다.

암연구에서생존데이터에대한분석은필수적이며최근여러가지생존분석방법이개발되고있으며

각상황을고려한새로운모형개발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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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we fit various survival models and conduct tests and estimation

for the hazard change-point with the rectal cancer data. By the log-rank tests, at

significance level α = 0.10, survival func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uniporter of glucose (GLUT1), clinical stage (cstage) and pathologic stage (ypstage).

From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the most significant covariates are GLUT1

and ypstage. Assuming that the rectal cancer data follows the exponential distribution,

we estimate one hazard change-point using Matthews and Farewell (1982), Henderson

(1990) and Loader (1991)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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