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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과 점진 제2종 중도절단표본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

을 소개하고, 점진 제2종 중도절단표본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점진 제1종 구간 중

도절단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변환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척도모수가 미지

인 지수 분포를 따르는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을 이용하여 점진 제2종 중도절단표본의 최대우

도추정량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두 방법에서 구한 추정량을 비교한 결과

본 논문에서 새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모수의 추정량이 평균제곱오차 측면에서 더 우수한 추

정량임이나타났다.

주요용어: 구간 중도절단,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 점진 제2종 중도절단, 지수분포, 최대우도추정

량.

1. 서론

생존 분석에서 사용되는 많은 자료들은 중도절단된 형태로 많이 관측이 된다. 중도절단된 자료의 일

반적인 형태가 구간 중도절단이다. 구간 중도절단 (interval censored)은 정치, 경제, 산업, 의학, 사회

과학 등의 자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의학 분야에서 임상실험과 건강연구의 장기적 변화를 다룬

연구나 공학실험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구간 중도절단은 사건이 어느 구간 안에 발생한 것

은 알려져 있지만 그 구간 안에서 정확한 발생 시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구간 중도

절단된 표본 연구는 모수적, 비모수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Lodon (1988), Kalbfleisch와 Prentice

(2002), Lawless (2003), Sun (2006) 등이다양한방법들을연구하였다.

제1종 중도절단표본 (Type I censored Sample)은 n개의 개체를 미리 정해놓은 시간 (T )까지 실험

하면서 개체들의 사건 발생 시간을 관측하여 얻게 되는 표본이고,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 (Pro-

gressively Type I Interval Censored Sample)은 n개의 개체들 중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의 구간들에

서사건이발생된개체수를측정하고, 각각의구간에서남아있는생존개체들중에서일부를제거하면서

얻게 되는 표본이다. 이러한 점진 제1종 중도절단표본은 Cohen (1963)이 논의하였고, 점진 제1종 구

간 중도절단표본에서 지수 분포를 바탕으로 한 추정문제는 Aggarwala (2001)가 연구하였다. 로그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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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Amin (2008)이 연구하였고, 지수와이블족에 대해서는 Ashour와 Afify (2007)가 연구하였으며,

와이블분포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Ng와 Wang (2009)이 하였다. 또한 Chen과 Lio (2010)는 일반지수

분포에대하여연구하였다.

제2종중도절단표본 (Type II censored Sample)은 n개의개체중에서미리정해놓은 m번째사건발

생 시간이 관측되면 남아있는 n − m개의 개체는 버리고 실험을 중지하여 얻는 표본이며, 양측 개체를

버리는 연구로는 Kang 등 (1999)이 랄리분포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Kang 등 (2003)은 지수분포의 적

합도검정을 연구하였으며, Kang 등 (2005)은 이중지수분포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최근에 양측 개체와

중간에일부를버리는연구로는 Cho 등 (2009)이지수극단분포의모수추정에관하여연구를하였다.

점진제2종중도절단표본 (Progressively Type II censored Sample)은제2종중도절단표본의일반적

인 형태로 각각의 사건발생 시간이 관측될 때 마다 남아있는 개체 중에서 일부의 개체를 제거하여 자료

를 얻는다. Balakrishnan과 Sandu (1996)는 이러한 점진 제2종 중도절단표본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

법을제시하였으며이후에도더많은연구들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과 점진 제2종 중도절단표본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

을 소개하고, 점진 제2종 중도절단표본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점진 제1종 구간 중도

절단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변환하여 지수분포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추정량의

효율성을비교해보고자한다.

2장에서는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수분포에서 Aggarwala (2001)가 제

시한 최대우도추정량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점진 제2종 중도절단표본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수분포에

서 Balakrishnan과 Sandu (1996)가제시한최대우도추정량을소개한다. 4장에서는지수분포를따르는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에서 새로운 모수 추정방법을 설명하고, 이 방법을 이용한 모수를 추정한

다. 5장에서는모의실험을통하여추정량의효율성을비교하고, 6장에서결론을간략하게언급한다.

2.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

일반적으로 제1종 또는 제2종 중도절단표본은 실험 개체를 실험이 종료되기 전에는 제거 하지 않는

다. 그러나 점진 제1종 중도절단표본은 정해 놓은 시간까지 계속 임상 실험한다고 할 때, 실험 개체를

실험종료전에제거하는방법이다.

Aggarwala (2001)에 의하면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

관찰하고자 하는 모든 n개 개체의 사건이 발생하는 관찰 시작시점은 T0 = 0이고, 끝나는 시점은 Tm이

며, 미리 정해놓은 시간 T1, T2, · · · , Tm (m은 고정된 수)은 나누어진 m개 구간에서 각각 사건이 발생

하는 개체를 관찰하는 시점이고, R1, R2, · · · , Rm은 각각의 T1, T2, · · · , Tm시간에서 남아있는 개체 중

에서 제거하는 개체들의 개수이다. 총 n개 개체 중에서 첫 번째 구간 (0, T1]에서 사건 발생 개체 수

는 X1이고, 이 구간에서 남아 있는 개체 n − X1개 중에서 제거하는 개체 수는 R1이다. 두 번째 구간

(T1, T2]에서 사건 발생 개체 수는 X2이고, 이 구간에서 남아 있는 개체는 n −X1 −X2 − R1개 중에서

제거하는 개체 수는 R2개 이다. 이렇게 하여 m번째 구간 (Tm−1, Tm]에서 사건 발생 개체 수는 Xm이

고, 남아 있는 개체 n −
∑m

i=1 Xi −
∑m−1

i=1 Ri = Rm개를 모두 제거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구간에서

제거되는 생존 개체들의 개수는 총
∑m

i=1 Ri개이며, Ti시간에 제거되는 생존 개체들의 개수 Ri는 min

(Ri, Ti시간에 생존한 남은 개체들의 수)이다. 여기서 i = 1, 2, · · · ,m − 1이며, Rm는 Tm시간에 생존

한 모든 개체들의 수이다. 따라서 확률변수 X1, X2, · · · , Xm은 (0, T1] , (T1, T2] , · · · , (Tm−1, Tm]구간

에서 각각 사건 발생 개체들의 수이며, 총 개체 수 n =
∑m

i=1 (Xi +Ri)로 나타난다. 이렇게 얻은 표본

을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이라 하고, 점진 제1종 구간 중도 절단에 대한 개요는 다음 그림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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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점진 제 1종 구간 중도절단에 대한 개요

사건 발생 시간 (T )이 척도모수 (θ)를 가지는 지수분포 Exp(0, θ)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확률분포함

수 f(t; θ)와누적확률분포함수 F (t; θ)는다음과같다.

f(t; θ) =
1

θ
e−t/θ, t > 0, θ > 0, F (t; θ) = 1− e−t/θ, t > 0, θ > 0.

척도모수 (θ)를 가지는 지수분포를 바탕으로 척도 모수 θ의 최대우도추정량 (MLE)을 구해보면, 우도

함수는

L(θ) ∝ [F (T1)]
X1 [1− F (T1)]

R1 [F (T2)− F (T2)]
X2 [1− F (T2)]

R2

× · · · × [F (Tm)− F (Tm−1)]
Xm [1− F (Tm)]Rm

=

m∏
i=1

[F (Ti)− F (Ti−1)]
Xi [1− F (Ti)]

Ri

=

m∏
i=1

[
e−Ti−1/θ − e−Ti/θ

]Xi

e−(XiTi+RiTi)/θ.

로그우도함수는

lnL(θ) = constant +

m∑
i=1

Xi ln
[
1− e−(Ti−Ti−1)/θ

]
−

1

θ

m∑
i=2

XiTi −
1

θ

m∑
i=1

RiTi.

θ에대한 MLE를구하기위하여 lnL(θ)을 θ에대하여편미분을하면

∂ lnL(θ)

∂θ
= −

1

θ2

m∑
i=1

Xi(Ti − Ti−1)e
−(Ti−Ti−1)/θ

1− e−(Ti−Ti−1)/θ
+

1

θ2

m∑
i=2

Xiti−1 +
1

θ2

m∑
i=1

RiTi = 0.

이 경우 정확한 θ에 대한 MLE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구간이 등간격인 특별한 경우 즉, 주기적으

로절단 (censoring)이발생하는경우라할수있으며 Ti = i× t로나타낼수있다. 이러한경우,

∂ lnL(θ)

∂θ
= −

1

θ2

m∑
i=1

Xite
−t/θ

1− e−t/θ
+

1

θ2

m∑
i=2

t(i− 1)Xi +
1

θ2

m∑
i=1

Riti = 0

을이용하여 Aggarwala (2001)가다음과같이 θ의 MLE를제시하였다.

θ̂I,MLE =
t

ln
[
1 +

∑m
i=1 Xi/(

∑m
i=2(i− 1)Xi +

∑m
i=1 i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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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진 제2종 중도절단표본

제2종 중도절단표본 (type II censored cample)은 총 n개의 개체 중에서 m개의 사건이 발생될 때

까지 실험을 계속하여 얻어지는 표본으로 실험 중간에 실험 개체를 제거하지 않는다. 점진 제2종 중

도절단표본은 제2종 중도절단표본의 일반적인 형태로 총 n개의 개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 발생되

면 남은 n − 1개의 개체 중에서 정해 놓은 IR1개의 개체를 제거하고, 두 번째 사건이 발생되면 남은

n − 2 − IR1개의 개체 중에서 정해놓은 IR2개의 개체를 제거한다. 이렇게 하여 m번째 사건이 발생되

면남은 IRm = n−m− IR1 − IR2 − · · · − IRm − 1개의개체를모두제거하는방법으로사건발생시

간을 관측한다. 관측된 사건 발생 시간은 순서통계량 Y1:m,n, Y2:m,n, · · · , Ym:m,n으로 나타내고, 이때,

IR1 = IR2 = · · · = IRm−1 = 0이면 제2종 중도절단표본과 같은 형태가 된다. 그림2.2는 점진 제2종

중도절단에대한개요이다.

그림 3.1 점진 제 2종 중도절단에 대한 개요

사건 발생시간 Y들이 누적분포함수 F (y)와 확률분포함수 f(y)을 가지는 연속인 모집단으로부터의

확률표본이라면, Y1:m,n, Y2:m,n, · · · , Ym:m,n의결합확률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L(θ) = fY1:m,n,··· ,Ym:m,n(y1, · · · , ym) =c

m∏
i=1

f(yi) [1− F (yi)]
IRi ,

y1 ≤ y2 ≤ · · · ≤ ym

여기서 c = n(n− IR1 − 1) · · · (n− IR1 − IR2 − · · · − IRm−1 −m+ 1)이다.

점진 제2종 중도절단에서 사건발생 시간 Y들이 척도모수 (θ)를 가지는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면, Balakrishnan과 Sandu (1996)가제시한척도모수에대한 MLE는다음과같다.

θ̂II,MLE =
1

m

[
m∑

j=2

(IRj + 1) (Yj:m,n − Y1:m,n) + nY1:m,n

]
.

4. 새로운 모수 추정방법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은 총 n개의 개체들 중 미리 정해놓은 m개의 구간 (0, T1], (T1, T2], · · · ,
(Tm−1, Tm]에서 각각 사건이 발생된 개체 수 X1, X2, · · · , Xm을 관찰하고, 각각의 T1, T2, · · · , Tm시

간에서 남아있는 개체들 중에서 각각 R1, R2, · · · , Rm개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IM = X1 +X2 + · · ·+Xm개체의 사건 발생이 되는 정확한 시간 Y들과 각 시점에서 제거 개수 IR들

을 생성할 수 있다면, 점진 제2종 중도절단표본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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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시간 Y들과각시점에서제거개수 IR들을생성하려고점진제1종구간중도절단표본에서사

건 발생 개체 수 X1, X2, · · · , Xm을 이용하여 각 구간에서 사건 발생 시간 Y값들을 생성한다. 첫 번째

구간 (0, T1]에서 사건발생이 관측된 개체 수 X1개의 사건 발생 시간 Y값들을 같은 간격을 가지도록 순

서대로 생성하고, 두 번째 구간 (T1, T2]에서도 관측된 개체 수 X2개의 사건 발생 시간 Y값들을 생성하

는 방식으로 관측된 모든 구간에서 사건발생 시간 Y값들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사건 발생 시간들

Y1, Y2, · · · , YX1 , YX1+1, · · · , YIM은 총 n개의 개체 중에서 IM개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실험을 하게

되는점진제2종중도절단표본과같은형태가된다.

그리고각각의 Y시점에서제거되는생존개체들은 IR1, IR2, · · · , IRX1 , IRX1+1, · · · , IRIM로나타

낸다.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에서는 (0, T1], (T1, T2], · · · , (Tm−1, Tm]구간에서 남아있는 생존 개체

들 중에서 각각 R1, R2, · · · , Rm의 생존 개체를 제거하게 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첫 번째

구간 (0, T1]에서 Y1, Y2, · · · , YX1을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Y들의 각 시점에서 남아있는 생존 개체들

중 제거하는 생존 개체들의 수는 각각 IR1, IR2, · · · , IRX1가 된다. 이때 Y1, Y2, · · · , YX1의 어떤 사건

발생 시점에서 R1개의 생존 개체를 제거해야 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각각의 생성된 Y에서 생존 개체

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구간 (T0, T1]의 마지막 사

건발생시점 YX1값에서생존개체 R1을제거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즉, Y1 = T0 +
T1 − T0

X1 + 1
, IR1 = 0, Y2 = T0 + 2

T1 − T0

X1 + 1
, IR2 = 0, · · · ,

YX1 = T0 +X1

T1 − T0

X1 + 1
, IRX1 = R1.

두번째구간 (T1, T2]에서 YX1+1 = T1 +
T2 − T1

X2 + 1
, IRX1+1 = 0.

YX1+2 = T1 + 2
T2 − T1

X2 + 1
, IRX1+2 = 0, · · · , YX1+X2 = T1 +X2

T2 − T1

X2 + 1
, IRX1+X2 = R2.

다음구간에서도같은방법으로생성하고, 마지막구간 (Tm−1, Tm]에서

YX1+X2+···+Xm−1+1 = Tm−1 +
Tm − Tm−1

Xm + 1
, IRX1+X2+···+Xm−1+1 = 0,

YX1+X2+···+Xm−1+2 = Tm−1 + 2
Tm − Tm−1

Xm + 1
, IRX1+X2+···+Xm−1+2 = 0, · · · ,

YX1+X2+···+Xm−1+Xm = Tm−1 +Xm

Tm − Tm−1

Xm + 1
, IRX1+X2+···+Xm−1+Xm = Rm.

만약, 어떤 구간에서 사건발생 Xi = 0개라면 그 구간에서 제거하는 Ri는 다음 구간에 사건 발생 관

측이 존재한다면, 그 구간에서 제거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 구간까지 관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IRX1+X2+···+Xi−1 = Ri +Ri + 1 + · · ·+Rm로계산하고, n = IM + IR1 + · · ·+ IRIM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변환하여 Y와 IR들을 생성하고, 3장에서 소개한 점진 제2종 중도절단

표본에서 최대우도추정량을 이용하여, 척도모수 (θ)를 가지는 지수분포 Exp(0, θ)를 따르는 점진 제1종

구간중도절단표본에서척도모수에대한새로운추정량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θ̂II =
1

IM

[
IM∑
j=2

(IRj + 1) (Yj:IM,n − Y1:IM,n) + nY1:IM,n

]
.

5. 모의실험

개체 n개의관찰시작시점은 T0 = 0이고,끝나는시점은 Tm이며,미리정해놓은시간 T1, T2, · · · , Tm

(m은 고정된 수)으로 나누어진 m개의 각 구간에서 제거 할 개체들의 비율 p1, p2, · · · , pm−1,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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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으로부터 지수분포를 따르는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 X1, X2, · · · , Xm을 생성하는 알고리즘

(Aggarwala, 2001)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X1 ∼ BIN [n, F (T1)]이고, i = 2, 3, · · · ,m에대하여

Xi|Xi−1, · · · , X1, Ri−1, · · · , R1

∼ BIN

[
n−

i−1∑
j=1

(Xj +Rj),
F (Ti)− F (Ti−1)

1−
∑i−1

j=1[F (Tj)− F (Tj−1)]

]

= BIN

[
n−

i−1∑
j=1

(Xj +Rj),
F (Ti)− F (Ti−1)

1− F (Ti−1)

]
.

m개의이항확률변수를발생시키는알고리즘은다음단계와같이수행한다.

단계 1. 각각의변수를 i = 0, xsum = 0, rsum = 0로초기화한다.

단계 2. 다음 i로

단계 3. i = m+ 1이면알고리즘을끝낸다.

단계 4. BIN [n− xsum− rsum,F (Ti)− F (Ti−1)/ [1− F (Ti−1)]]을따르는이항확률변수 Xi을

발생시킨다.

단계 5. Ri = floor [pi(n− xsum− rsum−Xi)]을계산한다.

단계 6. xsum = xsum+Xi, rsum = rsum+Ri을계산한다.

단계 7. 단계 2.로돌아간다.

여기에서 p1, p2, · · · , pm−1, (pm = 1)과
(
Rm = n−

∑m
i=1 Xi −

∑m
i=1 Ri

)
은고정된값이다.

지수분포를 바탕으로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표본에서 Aggarwala (2001)가 추정한 θ̂I,MLE와 4장

에서 제안한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θ̂II의 평균과 평균제곱오차 (MSE)를 비교하기 위하여 위

에제시한알고리즘을이용하여모의실험을하였다.

개체 n = 20, 30, 50, 구간 m = 10, 간격 t = 1, 척도모수 θ = 3으로두고, 각구간에서제거할개체들

의 비율을 pA = (0.5, 0.5, 0.5, 0.5, 0, 0, 0, 0, 0, 1), pB = (0.25, 0.25, 0.25, 0.25, 0, 0, 0, 0, 0, 1)으로 했을

때, 1000번반복하여모의실험을실시한평균과평균제곱오차를다음표5.1에제시하였다.

표 5.1 평균과 평균제곱오차

θ̂I,MLE θ̂II
n 평균 평균제곱오차 평균 평균제곱오차

20
pA 3.227339 1.294448 2.742067 0.648314

pB 3.098608 0.756374 2.895952 0.535993

30
pA 3.145513 0.795417 2.798690 0.500820

pB 3.071997 0.475510 2.925752 0.373977

50
pA 3.087147 0.430683 2.876513 0.317347

pB 3.029961 0.281448 2.935406 0.240818

위 표5.1의 결과를 보면 점진 제1종 구간 중도절단에서 θ̂I,MLE의 평균제곱오차보다 본 논문에서 새

로 제시한 θ̂II의 평균제곱오차가 더 작게 나타나 θ̂II가 평균제곱오차측면에서 일치성을 가지며 더 좋은

추정량임을알수있고, 편의측면에서도일치성을가지는추정량임을알수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점진 제2종 중도절단표본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점진 제1종 구간 중

도절단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변환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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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새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모수의 추정량이 Aggarwala (2001)가 제시한 추정량

보다평균제곱오차측면에서일치성을가지며더좋은것으로나타났고, 편의측면에서도일치성을가지

는 추정량임을 알 수 있었다. 새로 제안한 방법에서 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은 사건 발생 시간 Y값들의

생성간격을 구간 내에서 등 간격으로 하였지만, 앞으로 사건 발생 시간 Y값들의 생성 간격을 등 간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존 개체 제거 시점도 각 구간의 마지막에 생성된

사건 발생 시간 Y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제거 시점도 다르게 변환시켜 연구를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주어지는구간의간격도연속으로순서화된등간격이아닌길이가다르게나타나는구간의경우들

에대해서도연구를해볼수도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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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method of parameter estimation of progressive Type

I interval censored sample and progressive type II censored sample. We propose a

new parameter estimation method, that is converting the data which obtained by pro-

gressive type I interval censored, those data be used to estimate of the parameter in

progressive type II censored sample. We used exponential distribution with unknown

scale parameter,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of the parameter calculates from

the two methods. A simulation is conducted to compare two kinds of methods, it is

found that the proposed method obtains a better estimate than progressive Type I

interval censoring method in terms of mean 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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