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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도절단된 자료가 있을 경우 조건부 분위수함수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역함수에 근거한 방법인 Yu와 Jones (1998)에 의해 제안된 중복커널기법 추정량과 Lee 등

(2006)의 국소로지스틱기법 추정량을 중도절단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새롭게 제안하고, 이

들을 기존의 Koenker와 Bassett (1978)의 점검함수에 근거한 커널평활 추정량들과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역함수에 근거한 추정량들은 조건부 분포가 대칭인 모형에서, 점

검함수기법 추정량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인 경우에 조건부 분위수를 대체로 더 잘 추정하고 있음

을알수있었다.

주요용어: 국소선형기법, 조건부분위수, 중도절단.

1. 서론

대부분의 회귀모형을 통한 연구는 공변량 X = x가 주어져 있을 때 반응변수 Y의 조건부 분포

F (y|x)의 평균 E(Y |X = x) = m(x)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건부 중앙값 등과 같은 Y의

조건부분위수

q(x; p) = F−1(p|x) = inf{y : F (y|x) ≥ p}, 0 < p < 1

의 추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환

자의 상태가 정상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참조차트 (reference chart)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기초정보를 공변량으로 하는 조건부 분위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임금과 소

득을 연구하는 표준 분석 방법 도구로 조건부 분위수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소비 그룹에 속하는 개인별

차이를 인식하거나, 집단의 구성원간의 임금분포를 통해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고 사회정책을 세우고 있

다. 이외에도 금융분야에서 VaR 추정을 하는 경우나 환경·기후 현상모형을 세우는 경우에 조건부 극단
분위수 (conditional extreme quantile)를이용하고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조건부 분위수의 다양한 추정량들이 제안되어왔다 (Yu 등,

2003; Koenker, 2005). 이들 추정량은 크게 조건부 분포함수 F (·|x)를 먼저 추정한 후 역함수를 취하
는방법과조건부분위수 q(x; p)가

argmin
a

E{ρp(Y − a)|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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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함을 이용하여 Koenker와 Bassett (1978)가 제안한 추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ρp(z) = z(p − I(z < 0))이고 점검함수 (“check” function)라고 불리며, I(z < 0)는 z < 0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지시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편의상 각각 “역함수에 근거

한추정”과 “점검함수에근거한추정”이라고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중도절단자료가 있는 경우의 조건부 분위수의 비모수적 추정량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

다. 중도절단은 생존자료에서 많이 발생하며, 생존시간의 조건부 분위수모형은 가속수명모형이나 Cox

비례위험모형의 대안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최근 들어 고정 또는 임의중도절단을 고려한 조건부 분

위수의 (준)모수적 추정량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Chernozhukov와 Hong, 2002; Bang과 Tsiatis,

2002; Portnoy, 2003).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분포 가정에 민감하지 않은 비모수적 추정량 중에서 특히

커널 평활의 국소선형기법 (local linear technique)을 이용한 추정량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다른 대표

적인비모수적함수추정기법인스플라인 (spline)을이용한방법에비해서점근적이론성질이잘규명

되어 있어서 적합도에 대한 평가가 더 용이하여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R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

되는함수외에도다양한패키지들에서국소선형회귀기법을적용할수있게하고있다.

점검함수에 국소선형기법을 적용한 추정량으로는 Gannoun 등 (2007)과 Ghouch와 Van Keilegom

(2009)을 들 수 있다. 이 두 추정량은 중도절단이 없이 완전히 관측된 경우에 서로 일치한다. 다른 한

편으로 역함수기법으로 유도된 추정량으로는 Yu와 Jones (1998)와 Lee 등 (2006)의 추정량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중복커널 국소선형법 (“double-kernel” local linear approach)을 후자는 국소로지스

틱 회귀방법 (local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하게 관측된 자료의 경우

에 제안된 추정량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누적한계추정량 (product-limit)을 사용한 가중치 부여를 통하

여 중도절단을 고려하도록 수정한 추정량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누적한계 (product-limit) 추정량은

Kaplan과 Meier에의해제안된생존함수의대표적인비모수적추정량으로다음과같이정의된다.

Ŝ(t) =
∏

i:y(i)≤t

(
1− 1

n− i+ 1

)δ(i)

(1.1)

이때 y(i)는 관측된 시간 yi들의 순서통계량이고, δ(i)는 y(i)에 대응하는 중도절단 여부를 나타내는 δ(중

도절단자료이면 0, 아니면 1)이다. 만약추정량 Ŝ(t)에서 δ(i)대신에 1− δ(i)를대입하면, Ŝ(t)는중도절

단시간의 생존함수 추정량이 된다. 누적한계추정량은 효율적인 추정방법으로 비모수적 최대가능도 추

정량으로알려져있으며, 생존분석에서널리응용되고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역함수와 점검함수에 근거한 조건부 분위수 비모수적 추정

량들의 소개와 중도절단을 고려하여 수정된 추정량을 제안하고, 3절에서 이들 추정량을 모의실험을 통

해비교하고있다. 끝으로 4절에서는결론및앞으로의연구방향에관하여논의한다.

2. 조건부 분위수 비모수적 추정량들

임의중도절단자료를 확률변수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생존시간 Y와 중도절단시간 C에

대하여 Z = min(Y,C)와 δ = I(Y < C)라고 하고 공변량을 X라고 할 때, (Z1, X1, δ1), . . . ,

(Zn, Xn, δn)는 서로 독립인 임의 중도절단이 있는 관측변수들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Park과

Kim (2011)에서와 같이 우측임의중도절단 (right random censoring)만을 고려하고 있다. 임의중도절

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존시간 T와 중도절단시간 C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 한다. 또한 중도절단시

간 C와 공변량 X도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중도절단이 공변량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

를 반영하고 있다. 공변량 X = x가 주어져 있을 때 생존시간 Y의 조건부 분포함수를 F (·|x)로 나타내
고, 공변량 X의확률밀도함수를 fX(·), 중도절단시간의분포함수를 G(·)로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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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함수에 근거한 추정량

2.1.1. 중복커널방법

중복커널방법은 I(Yi ≤ y)의 평활된 변형을 사용한 국소선형회귀 기법으로 조건부 확률밀도함수 추

정을위해 Fan 등 (1996)이제안한방법이다. 이를 Yu와 Jones (1998)가조건부분포함수추정을위해

적용하고, Kim 등 (2010)이중도절단을고려한추정량으로확장하였다.

본논문에서는국소선형회귀기법적용을위해사용한커널을 K, 반응변수 Y의평활에사용할커널을

L이라 하고, 각 커널의 띠폭 (bandwidth)을 h와 l로 나타냈으며, 두 커널 모두 대칭인 확률밀도함수라

고가정한다. 여기에서커널 L의분포함수를 Ω로나타내었다. 즉

Ω

(
y − Y

l

)
=

∫ t

−∞

1

l
L

(
Y − u

l

)
du

이다. 여기에서띠폭 l이작아지면

E

[
Ω

(
y − Y

l

) ∣∣∣∣X = x

]
≈ F (y|x) = E[I(Y ≤ y)|X = x]

임을주목하고, Yu와 Jones (1998)는조건부분포함수추정량으로

argmin
a,b

n∑
i=1

(
Ω

(
y − Yi

l

)
− a− b(Xi − x)

)2

K

(
x−Xi

h

)
(2.1)

을 만족하는 â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중도절단자료의 경우에는 Yi 대신에 Zi =

min(Yi, Ci)와 δi = I(Yi < Ci)만을 관측하게 되어, 식 (2.1)의 수정이 필요하다. 중도절단시간 C가

(X,Y )와독립이므로, C의생존함수를 Ḡ(·) = 1−G(·)로확률밀도함수를 g(·)로나타낼때

E

[
δ

Ḡ(Z)
Ω

(
y − Z

l

) ∣∣∣∣X = x

]
=

∫ ∫
t<c

Ω

(
y − t

l

)
1

Ḡ(t)
f(t|x)g(c)dcdt

=

∫
Ω

(
y − t

l

)
f(t|x)dt

= E

[
Ω

(
y − Y

l

) ∣∣∣∣X = x

]
라는관계가성립한다. Kim 등 (2010)에서는조건부분포함수의중복커널추정량으로이관계를이용하

여, (2.1)을수정하고 Ḡ을누적한계추정량으로대체한

argmin
a,b

n∑
i=1

(
δi

ˆ̄G(Zi)
Ω

(
y − Zi

l

)
− a− b(Xi − x)

)2

K

(
x−Xi

h

)

을만족하는명확한해 (â, b̂)를구하고, 조건부분포함수의추정량 F̂K(y|x) ≡ â, 즉∑n
i=1 wh,i

δi
ˆ̄G(Zi)

Ω
(
y−Zi

l

)∑n
i=1 wh,i

을제안하였다. 여기에서 sj(x) =
∑

(x−Xi)
jL((x−Xi)/l), j = 0, 1, 2 라고할때

wh,i = L

(
x−Xi

l

)
{s2(x)− (x−Xi)s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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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참고로 b̂는 Y의 x에서의 조건부 분포함수의 도함수값 추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Kim

등 (2010)은위험률함수추정문제를다룬연구로조건부분위수추정에대한논의는하지않았다. 본논

문에서는추정된조건부분포함수에대하여

F̂K(q̂Y J(x; p)) = p

을만족하는역함수기법에근거한조건부분위수추정량 q̂Y J(x : p)을제안하고있다.

2.1.2. 국소로지스틱회귀법

공변량 X = x일 때 I(Y ≤ y)는 성공확률이 F (y|x)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므로, Lee 등 (2006)은

I(Yi ≤ y)의조건부로그가능도함수가

n∑
i=1

{
I(Yi ≤ y) log

(
F (y|Xi)

1− F (y|Xi)

)
+ log(1− F (y|Xi))

}
(2.2)

임을이용하여, 다음과같이국소조건부로그가능도함수에커널가중치를부여한

n∑
i=1

{
I(Yi ≤ y)(a+ b(Xi − x))− log(1 + ea+b(Xi−x))

}
K

(
x−Xi

h

)
(2.3)

을최소로하는조건부분포함수추정량을제안하였다. 식 (2.3)은 logit(F (y|u))를 a+ b(u− x)로국소

적으로선형화하여, 식 (2.2)의 F (y|Xi)에

exp(a+ b(Xi − x))

1 + exp(a+ b(Xi − x))

을대입하여얻어진것이다. 중도절단자료를포함하는경우적절한수정이필요한데, 본논문에서는

E

[
δ

Ḡ(Z)
I(Z ≤ y)

∣∣∣∣X = x

]
=

∫ ∫
t<c

I(t ≤ y)

Ḡ(t)
f(t|x)g(c)dcdt

=

∫
I(t ≤ y)f(t|x)dt

= E{I(Y ≤ y)|X = x} = F (y|x) (2.4)

임을주목하고, (2.3)의 I(Yi ≤ y)에 I(Zi ≤ y) δi
ˆ̄G(Zi)

를대입한

n∑
i=1

{
I(Zi ≤ y)

δi
ˆ̄G(Zi)

(a+ b(Xi − x))− log(1 + ea+b(Xi−x))

}
K

(
x−Xi

h

)
(2.5)

을최소로하는 â를이용하여조건부분포함수추정량

F̂L(y|x) =
exp(â)

1 + exp(â)

을구하고, 중도절단을고려한조건부분위수추정량을

q̂LGL(x; p) = F̂−1
L (p|x)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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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로지스틱기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조건부 분포함수가 항상 0과 1사이에 있다고 보장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중복커널방법과 국소로지스틱회귀법을 적용한 조건부 분포함수 추정량은 모든 y에 대

해서 단조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역함수를 취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p > .5인 경우는

q̂(x : p) = sup{y : F̂ (y|x) ≤ p}로 p ≤ .5인 경우는 q̂(x : p) = inf{y : F̂ (y|x) ≥ p}로 추정하여 문
제를해결할수있었다. 중복평활기법은평활을이중으로하게되어계산량이많은단점이있으나, 단일

커널방법보다 추정량의 더 평활이 잘 되고, 중도 절단이 없는 경우 이론적으로도 적분제곱오차의 평균

(MISE; mean integrated squared error)이더좋다고알려져있다 (Yu와 Jones, 1998).

2.2. 점검함수에 근거한 추정량

Gannoun 등 (2007)과 Ghouch와 Van Keilegom (2009)은중도절단이있는자료의경우에점검함수

ρp(z) = z(p − I(z < 0))에 국소선형기법을 적용하여 조건부 분위수 추정량을 제안하였다. 이 두 추정

량은서로다른방법으로중도절단을고려하고있지만, 중도절단이없는경우에는두추정량은

(â, b̂) = argmin
a,b

n∑
i=1

ρp(Yi − a− b(Xi − x))K

(
x−Xi

h

)

= argmin
a,b

n∑
i=1

[Yi − a− b(Xi − x)] [p− I(Yi < a+ b(Xi − x))]K

(
x−Xi

h

)
(2.6)

을만족하는 â로동일하다. 이때 b̂는 x에서의조건부분위수도함수값추정량에해당한다.

관계식 (2.4)을 이용하여 제안된 Ghouch와 Van Keilegom (2009)의 추정식에 본 논문의 중도절단시

간이공변량과독립이라는가정을반영하면

n∑
i=1

[Zi − a− b(Xi − x)]

[
p− δi

ˆ̄G(Zi)
I(Zi < a+ b(Xi − x))

]
K

(
x−Xi

h

)
(2.7)

과같다. 이를최소로하는 â를조건부분위수추정량 q̂CH1(x; p)라고나타내기로한다.

Gannoun 등 (2007)은 Cai (2003)가 생존시간의 조건부 평균함수 m(x) = E(Y |X = x)를 추정하기

위해도입한가중치 wi =
δi

n ˆ̄G(Zi)
를사용하여식 (2.6)을

(â, b̂) = argmin
a,b

n∑
i=1

ρp(Zi − a− b(Xi − x))
δi

ˆ̄G(Zi)
K

(
x−Xi

h

)
(2.8)

으로수정하였다. 이를만족하는 â를조건부분위수추정량 q̂CH2(x; p)라고나타내기로한다.

점검함수기법은 조건부 분포함수의 추정단계 없이 바로 조건부 분위수를 구할 수 있으나, 점검함수

ρp가 미분가능하지 않아 정확한 해를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수치적으로도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

다.

3. 모의실험을 통한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중도절단자료가 있는 경우 역함수에 근거한 중복커널추정량 q̂Y J와 국소로지스틱

추정량 q̂LGL의 소표본에서의 성질을 점검함수에 근거한 Ghouch와 Van Keilegom (2009)의 q̂CH1과

Gannoun 등 (2007)의 q̂CH2와 모의실험을 통하여 비교해 보았다. Yu와 Jones (1998)에서 중도절단이

없을경우 q̂Y J와 q̂CH1 또는 q̂CH2 (참고: 중도절단자료가없을때 q̂CH1=q̂CH2)의비교를위해사용한

네개의모형을본논문에서도그대로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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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의직선에가까운분위수, 이분산모형 (heteroscedastic):

Y = sin(0.75X) + 1 + 0.3
√

(sin(0.75X) + 1)E

X ∼ N(0, 0.0625)), E ∼ N(0, 1)

2. 부드러운곡선형분위수, 등분산 (homoscedastic) 모형:

Y = 2.5 + sin(2X) + 2exp(−16X2) + 0.5E

X ∼ N(0, 1), E ∼ N(0, 1)

3. 단순한분위수, 한쪽으로치우친 (skew) 모형:

Y = 2 + 2cos(X) + exp(−4X2) + E

X ∼ N(0, 1), E ∼ Exp(1)

4. 단순한분위수, 이분산모형 (heteroscedastic):

Y = 2 +X + exp(−X)(E − log2.6)

X ∼ U [0, 5], E ∼ Exp(1)

위의 모든 모형에서 변수 X는 E와 독립이다. 중도절단시간 C는 각 모형마다 주어진 E의 분포와 같

은 종류의 분포를 따르며 (즉 모형1과 2: 정규분포, 모형 3과 4: 지수분포), 평균과 분산을 조절하여

중도절단비율이 0% (C0), 약 20% (C2)와 약 30% (C3)인 모형에서 표본을 생성하였다. 표본 크기

n = 100으로 하고, 각 모형마다 세 분위수(p=0.1, p=0.5, p=0.9)를 계산하는 실험을 100번 반복 하였

다. 모의실험결과는 ISE (integrated squared error)에의해평가하였다.

ISEj =

∫
I
[q̂(j)(x; p)− q(x; p)]2fX(x)dx, j = 1, . . . , 100

이때 q(x; p)는 모형의 조건부 p번째 분위수이며, q̂(j)(x; p)는 j번째 표본에서 얻은 추정치이다. 그리고,

적분 범위 I는 생성된 자료의 거의 모두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모형마다 서로 다른 범위: (1) [-.5,.5],

(2) [-2,2], (3) [-2,2], (4) [0,5]를사용하였다.

커널 K로는 정규확률밀도함수, L로는 U(−1, 1)의 밀도함수를 사용하였다. 커널 K로 정규확률밀

도함수 대신에 Epanechnikov 커널을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해 추정량의 성질을 비교해 보기도 했

는데, 정규확률밀도함수 커널과 비슷하였다. 커널평활의 경우 띠폭 h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Huh,

2012), 본 논문에서는 각 표본마다 띠폭을 변화시켜가면서 구한 조건부 분위수 추정량의 ISE가 가장

작은 띠폭을 선택하였다. 중복커널추정량의 경우 반응변수의 평활을 위해 사용된 커널 L의 띠폭(l)도

변화시켜가며 최적의 띠폭 (h, l)을 찾아야 하겠지만, 계산 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피하고, Lee 등

(2006)은 l이 h보다 빠르게 0으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각 h별로 l = h/10, h/5, h/2 세

가지경우에추정치를계산하고최소로하는 ISE를구하여비교하였다.

추정량 q̂LGL, q̂CH1과 q̂CH2은 q̂Y J와다르게추정식의최소값 â를명확하게찾을수없으므로 R 소프

트웨어의 opti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구하였다. 함수 optim은 일반적인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으나,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비선형 함수의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어서 통계

학에서최대가능도계산등에많이사용되고있다. 각모형별로얻어진 100개의 ISE의중앙값을 Table

3.1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Figure 3.1-3.4와 같이 모형 별로 상자그림을 그려 보았는데, 그림에서 Y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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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Median ISEs of q̂Y J , q̂LGL, q̂CH1 and q̂CH2 for each of Models 1-4

Model Censoring rate p q̂Y J q̂LGL q̂CH1 q̂CH2

Model 1

C0

0.1 0.0024 0.0033 0.0034 0.0034

0.5 0.0012 0.0025 0.0016 0.0016

0.9 0.0038 0.0035 0.0022 0.0022

C2

0.1 0.0027 0.0033 0.0033 0.0044

0.5 0.0018 0.0031 0.0027 0.0053

0.9 0.0071 0.0067 0.0099 0.0079

C3

0.1 0.0035 0.0041 0.0036 0.0077

0.5 0.0022 0.0039 0.0027 0.0094

0.9 0.0092 0.0106 0.0265 0.0209

Model 2

C0

0.1 0.1669 0.1075 0.1285 0.1285

0.5 0.0581 0.0616 0.0636 0.0636

0.9 0.1371 0.0724 0.0765 0.0765

C2

0.1 0.1729 0.1059 0.1314 0.1947

0.5 0.0662 0.0671 0.0787 0.1133

0.9 0.2483 0.1610 0.7120 0.1500

C3

0.1 0.1792 0.1160 0.1359 0.1924

0.5 0.0773 0.0801 0.0894 0.1086

0.9 0.3839 0.2261 0.8072 0.1364

Model 3

C0

0.1 0.0348 0.0263 0.0155 0.0154

0.5 0.0413 0.0452 0.0408 0.0408

0.9 0.1679 0.2242 0.1727 0.1726

C2

0.1 0.0385 0.0306 0.0191 0.0243

0.5 0.0605 0.0664 0.0505 0.0508

0.9 0.4194 0.4796 0.3897 0.2789

C3

0.1 0.0445 0.0347 0.0209 0.0376

0.5 0.0776 0.0784 0.0545 0.0750

0.9 0.6804 0.6796 0.7909 0.4308

Model 4

C0

0.1 0.0605 0.0053 0.0005 0.0005

0.5 0.0065 0.0087 0.0007 0.0007

0.9 0.0763 0.0222 0.0100 0.0100

C2

0.1 0.0606 0.0083 0.0005 0.0007

0.5 0.0099 0.0130 0.0007 0.0008

0.9 0.3206 0.0838 0.0261 0.0137

C3

0.1 0.0601 0.0103 0.0008 0.0011

0.5 0.0161 0.0190 0.0010 0.0011

0.9 0.7235 0.1547 0.0338 0.0263

q̂Y J , LGL은 q̂LGL, CH2는 q̂CH2를 나타내고 있다. q̂CH1는 수치적으로 불안정하여 이상치 (중도절단

자료의 경우 각 모형별로 1010보다 큰 값들이 10%이상)들로 인해 상자그림를 그리지 않았다. 점검함수

에직접중도절단자료의영향을반영하는것 (q̂CH1)은원래미분불가능한함수인점검함수를수치적인

해 구하기에 더욱 어려운 함수로 만들어서 커널 가중치에 반영하는 것 (q̂CH2)보다 추정 효율을 떨어뜨

림을짐작할수있다. 모의실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i) 분위수별로 볼 때 p = 0.5인 경우가 가장 잘 추정되었고, p = 0.9인 경우 가장 잘 추정되지 않았

다. 그이유는모형에서우측임의중도절단만을고려한영향으로보인다.

(ii) 같은 모형 내에서 중도절단비율이 증가할 수록 추정이 잘 안 됨을 알 수 있다. 중도절단이 있는

경우에 p = 0.9는 네 개의 추정량 모두 추정의 정도가 상당히 떨어지며 특히 q̂CH1는 심각하게 좋

지않음을볼수있다.

(iii) 역함수에 근거한 추정량은 조건부 분포함수가 대칭인 모형 1과 2에서 이 더 좋은 성질을 보이고

있다. 특히모형 1에서는 q̂Y J , 모형 2에서는 q̂LGL가좋은추정을보이고있으나, 그차이는크지

않고한쪽으로치우친모형 3과 4에서는 q̂LGL의 ISE 중앙값이 q̂Y J보다대체로더작음을볼수

있다.

(iv) 점검함수에근거한추정량 q̂CH2는네모형모두에서좋은추정을보이고있다. 특히조건부분포

함수가 한 쪽으로 치우친 모형 3과 4에서 특히 더 좋은 성질을 보이고 있으며, p = 0.1, 0.5인 경

우 q̂CH1과 q̂CH2의 ISE 중앙값만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잘 추정하고 있으나, q̂CH1는 수치

적으로너무불안정함을볼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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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잘 추정되고 있지 않는 p = 0.9 분위수 경우를 제외한 p = 0.1과 p = 0.5 경우, 모형 1과 2는

q̂LGL가모형 3과 4는 q̂CH2가가장좋은성질을보이고있다.

Figure 3.1 The boxplots of ISEs for Model 1

Figure 3.2 The boxplots of ISEs for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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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The boxplots of ISEs for Model 3

Figure 3.4 The boxplots of ISEs for Model 4

4. 결론

중도절단자료의 경우 공변량이 주어져 있을 때 반응변수의 조건부 분위수함수 q(x; p), 0 < p < 1 비

모수적으로추정하는방법에관심을가지고, 조건부분포함수를추정한후역함수를취한추정량들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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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형태를 제안하고 기존의 점검함수에 근거한 추정량과 모의실험을 통해 소표본적 성질을 비교하였

다. 모의실험 결과를 정리한 Table 3.1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값 측면으로 볼 때는 대칭인 분포 모형인

모형 1과 2에서는 역함수에 근거한 추정이 한 쪽으로 치우친 분포인 모형 3과 4에서는 점검함수에 근거

한 추정이 더 좋은 성질을 보이고 있다. q̂Y J는 F̂K의 역함수로 커널가중치를 곱한 제곱함수의 최소값

에 해당하여 조건부 분포가 지수분포인 모형 3과 4의 경우보다 정규분포인 경우 모형 1과 2의 경우에서

더 잘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검함수 ρp(x) = x(p − I(x < 0))은 제곱함수에 비하여 큰 값의

영향에 더 강건한 (robust)함수이므로 ρp(·)에 근거한 추정량이 모형 3과 4에서 q̂Y J보다 더 좋은 성질

을 보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ISE의 산포도까지 고려해보면, 추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p = 0.9

분위수를 제외하고 논의할 때 역함수에 근거한 국소로지스틱 추정량과 점검함수에 근거한 Gannoun 등

(2007)의 추정량이 조건 분위수 추정을 위해 더 추천할 만하다. 득히 네 추정량 중 p = 0.9과 C3에서

가장잘추정하고있는점검함수에근거한 q̂CH2이중도절단의영향이가장작은것으로보인다.

본논문에서는 R의기본함수인 optim를이용하여 q̂CH1를구하였는데, 수치적으로매우불안정한면

이 있었다. 다른 추정량들과 보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q̂CH1만을 위한 계산 알고리즘 개발이 선행

되어야할것이다. 모의실험을통하여네가지추정량의소표본적성질을비교해보았는데, 이들의대표

본적 성질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며, 모의실험에서 네 추정량 모두 중도절단이 있

는 경우에 p = 0.9 분위수 추정의 정도가 모형 1을 제외하고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그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안된 추정방법을 실제 자료에 적용시

켜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이때 최적의 띠폭은 교차타당성 (cross-validation)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커널평활을 이용한 비모수적 추정에서 띠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도절단자료

가없는경우에는 Yu와 Jones (1998)과 Lee 등 (2006)에서띠폭선택방법에대한논의가있지만, 중도

절단된자료가있는경우에는이에대한연구가미미하다. 따라서, 본논문에서고려한추정량의최적의

띠폭 결정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추정의 편리성을 위해 공변량과

중도절단변수가독립이라고가정하였지만, 실제로는이가정을만족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서로의존

하는경우를고려한추정량을제시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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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sider the problem of nonparametrically estimating the conditional quantile

function from censored data and propose new estimators here. They are based on local

logistic regression technique of Lee et al. (2006) and “double-kernel” technique of Yu

and Jones (1998) respectively, which are modified versions under random censoring.

We compare those with two existing estimators based on a local linear fits using the

check function approach. The comparison is done by a simul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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