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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use nonlinear regression models (such as the Hill Model) when we analyze data in toxicology and/or

pharmacology. In nonlinear regression models an estimator of parameters and estimation of measurement

about uncertainty of the estimator are influenced by the variance structure of the error. Thus, estimation

methods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data are homoscedastic or heteroscedastic. However,

we do not know the variance structure of the error until we actually analyze the data. Therefore, developing

estimation methods robust to the variance structure of the error is an important problem.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estimate parameters in nonlinear regression models based on a preliminary test. We

define an estimator which uses either the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method or the iterative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imple preliminary test for the equality of

the error varianc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estimator is compared to those of existing estimators

by simulation studies. We also compare estimation methods using real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Toxicology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Keywords: dose-response study, preliminary test estimation, heteroscedasticity, toxicology, iterative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1. 서론

비선형회귀모형은용량-반응연구(dose-response study) 분야에서주로사용되고, 특히연구자들이화
학물질이나 약의 독성을 결정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독성학자들은 종종

최대 독성 반응의 50%에 해당하는 용량(ED50), 용량-독성 곡선의 기울기, 최대 내성 용량(maximum

tolerated dose) 등과 같은 모수를 추정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Avalos 등, 2001; Pounds 등, 2004;

Velarde 등, 1999). 일반적인 분석방법은 Hill model과 같은 비선형 회귀 모형을 적합시키고 (Crofton

등, 2007; Gaylor와 Aylward, 2004; Sand 등, 2004), 표준적인 보통 최소제곱 추정(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OLSE)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수 추정값들

을 사용하여 기준용량들(benchmark doses) (예를 들어, 상대적 ED01, 추정된 최대 변화량의 1%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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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정된 평균 반응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용량과 BMD01, 독성영향이 대조집단에 비해 1%의 증가분

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노출량을 추정한 용량)과 같은 관심있는 다른 추정값들을 얻을 수 있다
(Gaylor와 Aylward, 2004; Sand 등, 2004). 결국에는, 이러한 점추정값들을 사용하여 적절한 신뢰구
간을 만들거나 (예를 들어, LED01, ED01의 신뢰구간의 하한과 BMDL01, BMD01의 신뢰구간의 하한),

가설검정을실시할수있다 (Nitcheva 등, 2005; Piegorsch와 West, 2005; Wu 등, 2006).

독성학 자료에 비선형 모형을 적합시킬 때 주의해야할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오차
의 분산 구조이다. 비선형 모형에서 모르는 모수들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이나 가설검정과 같은 통계적
추론을 할 때에는, 비선형 모형과 그 모형에 포함된 확률 오차의 분포에 관한 적절한 가정들이 필요하다
(Seber와 Wild, 1989). 하나의 중요한 가정은 반응변수의 산포도가 화합물의 용량에 관계없이 일정하
다는 것이다(등분산성). 이 가정이 깨지면, 즉 분산이 용량에 따라 달라지면(이분산성), OLSE에 기반

한추론과정들은심각한과소혹은과대커버리지(under or over coverage)를겪게되고원하는신뢰수

준을 얻지 못하는 신뢰구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비슷하게, 그런 추론 과정들에 기반한 가설 검정들은
원하는 제 1종의 오류 확률을 얻지 못하고 너무 보수적이거나(conservative) 너무 자유롭게(liberal) 될

수있다 (Carroll과 Ruppert, 1988; Kutner 등, 2005).

자료의 이분산성은 많은 응용분야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Barata 등, 2006; Gaylor와 Aylward, 2004;

Morris 등, 2002). 용량-반응모형이라는맥락에서분산이같지않을때, Morris 등 (2002)는분산을안

정화하기 위해 자료를 로그변환하였고, Gaylor와 Aylward (2004)는 평균 반응의 거듭제곱에 비례하는
분산을 추정하였다. Barata 등 (2006)은 가중치를 분산의 역수로 놓는 최소제곱 추정(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WLSE) 방법을사용하였다.

WLSE 방법은 각각의 가중치가 자료의 각 관측값이 모수 추정값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결정하는지를 고려한 가중 오차제곱합을 최소화함으로써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절차이다. 이분산 자

료에서 비선형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반복 가중 최소제곱 추정(iterated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IWLSE) 방법을 사용하여 모수에 대한 점근적 가설검정을 실시하거나 신뢰
구간을 얻는 것이다. IWLSE 방법은 각 반복 단계에 WLSE에 갱신된 가중치를 사용하는 반복 절차

이다. Carroll과 Ruppert (1982)는 분산을 모를 때의 IWLSE 방법이 분산을 알 때의 WLSE 방법

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Carroll (1982)은 분산을 모를 때에도 모수의 추정값이 분산을

알 때의 WLSE와 점근적으로 동등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후에, Davidian과 Car-

roll (1987)은 이분산 회귀 모형에서의 분산함수 추정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연구하였다. 자세한 내용

은 Carroll과 Ruppert (1988)를 보라. Carroll 등 (1988)는 작거나 중간 정도의 표본 크기에서 가중치

를 추정하는 것의 효과를 연구하였고, Shao (1992)는 이분산 비선형 모형에서의 점근적 이론을 연구하
였다.

최근에, 연구자들은 회귀모형에서 이분산성에 대한 검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Hoferkamp와 Peddada

(2001)는 등분산성에 대한 순서가 있는 대립가설을 검정하는 문제를 연구하였고, 설계행렬(design ma-

trix)에 대한 어떤 조건 하에서 불편하게(unbiased) 되는 검정 절차를 제안하였다. Carapeto와 Holt

(2003)는 Goldfeld-Quandt 방법론에 기반한 검정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회귀분석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모든 유형의 회귀모형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Lin과 Wei (2003)는 분

산함수를 도입하거나 회귀계수와 분산모수를 확률화하는 것에 기반한 비선형 회귀모형에서의 몇 가지
점수검정(score test)를제안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자료가 등분산성인지 이분산성인지를 항상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WLSE

에 기반한 방법들이 이분산 자료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일 지라도, 자료가 등분산성을 가질 때에는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모수 추정과 그에 기반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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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과정의 결과는 자료가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Lim 등 (2012)은 예비검정 추

정(preliminary test estimation; PTE) 방법을 개발하였다. PTE는 오차의 분산 구조에 대한 간단
한 예비검정(preliminary test)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료가 등분산성일 때에는 비가중 추정

량(unweighted estimator)를 선택하고 자료가 이분산성일 때에는 가중 추정량(weighted estimator)를

선택하여 추정량으로 사용하는 추정방법이다. 그들은 또한 독성학 자료에 이상점이나 영향점이 종종 나
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상점이나 영향점에 로버스트한 M-추정량을 도입하여 PTE를 개발하였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가중 M-추정량(weighted M-estimator; WME)를 정의할 때, 이분산성에

대한분산모형을가정하여분산모수를회귀모수와함께추정하도록정의하였고, 추정된분산모수를사

용하여 간단한 예비검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추정방법은 자료가 이분산성을 가질 때 오차의 분산
구조가 가정된 분산모형에 위배된다면 모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연구에서는분산함수를가정하지않고자료의등분산성에대한예비검정을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
OLSE와 IWLSE를선택하여추정량으로사용하는 PTE 방법을제안하고자한다. 이추정방법은오차

에 대한 분산 함수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PTE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한 방법이다. 본 논

문은총 5장으로구성되어있다. 2장에서는기존의추정방법들과제안된 PTE 방법을설명하고, 3장에

서는 모의실험 연구를 통하여 추정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 National Toxicology

Program(NTP)의 독성물질의 용량–반응 연구로부터 나온 실제자료를 통하여 추정 방법들을 비교하였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본논문을종합적으로정리하고추후의연구주제에대하여논하였다.

2. 방법론

2.1. 현재의 방법들

본논문에서고려하는모형은다음과같다:

yij = f(xi, θ) + ϵij , i = 1, . . . , k, j = 1, . . . , ni.

이는 비선형 회귀모형으로 여기에서 yij는 i번째 표본에서의 j번째 반응변수이고, f(xi, θ)는 미리 알

려져 있는 θ에 대한 비선형 함수이다. xi는 설명변수들의 m × 1 벡터이고, θ는 모수들의 p × 1 벡터

θ = (θ1, θ2, . . . , θp)
T이며, ϵij는 확률오차로서 N(0, σ2

i ) 분포를 따르고 서로 독립이다. 총 표본크기는

n =
∑k
i=1 ni이다.

2.1.1. 최소제곱추정법 비선형 회귀모형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OLSE는 다음과 같

이정의할수있다:

θ̃n = Argmin

[∑
i,j

(yij − f(xi, θ))
2 : θ ∈ Rp

]
.

OLS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어떤 가정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료의 분산이 설명변수의 값
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σ2

1 = σ2
2 = · · · = σ2

k이어야 한다. 이 공통분산을 σ2이라고

놓으면 θ̃n은점근적으로다변량정규분포를따르고, 그평균벡터는 θ이고공분산행렬은다음과같다:

Cov
(
θ̃n
)
= σ2

(
FTF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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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F = {∂f(xi, θ)/∂θj}, 즉, (i, j)번째원소가 ∂f(xi, θ)/∂θj인 n× p 행렬이다.

자료에 대한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WLSE를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데

그정의는다음과같다:

θ̂n = Argmin

[∑
i,j

ωi (yij − f(xi, θ))
2 : θ ∈ Rp

]
,

여기에서 ωi는 어떤 알려진 가중치인데 θ의 값에 의존한다. 따라서 반복을 통해 이 가중치의 값을 업데

이트함으로써모수를추정할수있고, 그반복알고리즘은다음과같다:

1. OLSE를사용하여 ω
(0)
i 의값을계산한다.

2. 1번에서계산된 ω
(0)
i 을사용하여 θ에대한 WLSE, θ̂

(1)
n 을구한다.

3. l = 1, 2, . . .에대하여 θ̂
(l)
n 을사용하여 ω

(l)
i 의값을계산하고, 이를사용하여 θ̂

(l+1)
n 을구한다.

4. 모수의추정값이수렴할때까지 3번을반복한다.

이 방법으로 모수를 추정할 때 우리는 자료의 분산에 대해서 σ2
i = σ2

0ω
−1
i 을 가정할 수 있고, 이 가정 하

에서 θ̂n은역시점근적으로다변량정규분표를따르고, 그평균벡터는 θ이고공분산행렬은다음과같다:

Cov
(
θ̂n
)
=
(
FTV −1F

)−1

,

여기에서 V = σ2
0Diag{ω−1

i }인 n× n 대각행렬이다.

2.1.2. 기존의 예비검정추정량(preliminary test estimator; PTE) Lim 등 (2012)에 의해 제

안되었던 PTE는이상점과 영향점에대해로버스트한 보통 M-추정량(ordinary M-estimator; OME)과

가중 M-추정량(weighted M-estimator; WME)을 기반으로 개발된 추정량이다. OME는 등분산 자료

일 때 사용하는 M-추정량이고, WME는 이분산 자료일 때 분산모형을 가정하고 회귀모수와 분산모수를
동시에추정할수있도록개발된추정량이다.

OME와 WME는각각다음과같이정의된다 (Lim 등, 2012):

θ̃n = Argmin

[∑
i,j

h2(yij − f(xi, θ)) : θ ∈ Rp
]
,

(
θ̂n
τ̂n

)
= Argmin

[
n∑
i=1

{
h2

(
yij − f(xi, θ)

σ(zi, τ)

)
+ log σ(zi, τ)

}
: θ ∈ Rp, τ ∈ Rq

]
,

여기에서, h는 Huber score function으로다음과같이정의된다 (Huber, 1981):

h(u) =


u√
2
, if |u| < k0,

k0

(
|u| − k0

2

) 1
2

, otherwise.

상수 k0는 추정량이 이상점이나 영향점에 얼마나 로버스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값으로 사용자에 의해

서결정되는값이지만, 일반적으로 1과 2 사이의값, 예를들어 1.5를사용한다 (Huber, 1981). 본논문

에서는 1.5를 사용하였다. WME의 정의식에 나오는 σ(zi, τ)는 분산모형으로서 공변량 zi와 분산모수

τ에대한알려져있는함수이고 σi = σ(zi, τ)라고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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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의점근적공분산행렬은다음과같다 (Lim 등, 2012):

E

[
n
(
θ̃n − θ

)(
θ̃n − θ

)T ]
=

(
1

n
Γ4n(θ)

)−1(
1

n
Γ33n(θ)

)(
1

n
Γ4n(θ)

)−1

,

여기에서 Γ33n(θ) = σ2
ψ3

∑k
i=1 niω1(xi)fθ(xi, θ)f

T
θ (xi, θ), Γ4n(θ) = γ4

∑k
i=1 nifθ(xi, θ)f

T
θ (xi, θ),

σ2
ψ3
ω1(x) = Eψ2(ϵ), γ4 = Eψ′(ϵ), fθ(xi, θ) = (∂/∂θ)f(xi, θ), ψ(u) = (∂/∂u)h2(u), ψ′(u) =

(∂/∂u)ψ(u)이다.

WME는 점근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다음의 정리는 Lim 등 (2012)의 [A1], [B1], [C] 그리고 보
충자료의 [S1]–[S9] 가정 하에서 WME의 점근적 정규성과 공분산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정들

은 score function인 ψ와 비선형 함수 f , 그리고 분산함수 σ에 대한 규칙성 조건들(regularity condi-

tions)로서이함수들이안좋게행동하는(poorly behaved) 함수가아니라는것을보장한다.

정리 2.1 (Lim 등, 2012) [A1], [B1], [C] 그리고 보충자료의 [S1]–[S9] 가정을 만족할 때, 다음의 정리가 성립된

다.

Γ̂− 1
2
√
n
( θ̂n − θ

τ̂n − τ − νn(θ, τ)

)
→ Np+q(0, Ip+q),

여기에서

νn(θ, τ) =

(
1

n
Γ2n(θ, τ)

)−1 γ1 − 1

n

k∑
i=1

niστ (zi, τ)

σ(zi, τ)
, γ1 = E{ψ(ϵ)ϵ},

Γ̂ =

(
1

n
Γ5n

(
θ̂n, τ̂n

))−1 ( 1

n
Γ3n

(
θ̂n, τ̂n

))( 1

n
Γ5n

(
θ̂n, τ̂n

))−1

,

Γ3n(θ, τ) =

(
Γ31n(θ, τ) 0

0 Γ32n(θ, τ)

)
, Γ5n(θ, τ) =

(
Γ1n(θ, τ) 0

0 Γ2n(θ, τ),

)
,

Γ1n(θ, τ) = γ2

n∑
i=1

nifθ(xi, θ)f
T
θ (xi, θ)

σ2(zi, τ)
, γ2 = Eψ′(ϵ),

Γ2n(θ, τ) =
k∑
i=1

ni

{
2γ1 + γ3 − 1

σ2(zi, τ)
στ (zi, τ)σ

T
τ (zi, τ) +

1− γ1

σ(zi, τ)
Στ (zi, τ)

}
, γ3 = Eψ′(ϵ)ϵ2,

Στ (zi, τ) =

(
∂2

∂τ∂τT

)
σ(zi, τ), Γ31n(θ, τ) = σ2

ψ1

k∑
i=1

fθ(xi, θ)f
T
θ (xi, θ)

σ2(zi, τ)
, σ2

ψ1 = Eψ2(ϵ),

Γ32n(θ, τ) = σ2
ψ2

k∑
i=1

ni
στ (zi, τ)σ

T
τ

σ2(zi, τ)
, σ2

ψ2 = Var{ψ(ϵ)ϵ}

이다.

Lim 등 (2012)는 독성물질의 용량-반응 연구라는 문맥에서 자료의 분산구조에 대한 간단한 예비검정
을 통해 자료가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OME 또는 WME를 자동으로 선

택하여 추정량으로 사용하는 PTE를 제안하였다. 그들은 예비검정을 위해 특정한 분산함수를 가정하였
는데, 그것은 자료의 표준편차의 로그값이 화합물의 용량의 선형함수라는 것이다. 즉, log σi = τ0 +

τ1xi라고 가정하고, 이 가정 하에서 자료의 분산은 τ1 = 0이면 등분산이고, τ1 ̸= 0이면 이분산이 된다.

독성물질의 용량-반응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산이 화합물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자료가 이분산일 때 분산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τ1 > 0). 이에 따른 귀무가설과 대립
가설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H0 : τ1 = 0 vs. H1 : τ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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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가설에대한검정은 Tn = τ̂1n/
√

Var(τ̂1n)을검정통계량으로사용한다. 여기에서 τ̂1n은 τ1의최소

제곱추정치이고, OME로부터얻어진잔차를사용하여구해진다. 이때 PTE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θ̂PTn =

{
θ̃n, if Tn ≤ tα,n−2,

θ̂n, if Tn > tα,n−2,

여기에서 tα,n−2는 1 − α의 누적확률을 가진 자유도 n − 2의 t-분포의 임계값(critical value)이고, α는

예비검정의 유의수준이다. 다음의 정리는 PTE의 점근적인 공분산 행렬이 OME와 WME의 공분산행

렬의가중평균으로표현되는것을보여준다 (Lim 등, 2012).

정리 2.2 (Lim 등, 2012) [A1], [A2], [B1], [B2], [C] 그리고보충자료의 [S1]–[S9] 가정을만족할때,

E

[
n
(
θ̂PTn − θ

)(
θ̂PTn − θ

)T ]
= Ft

(
tα,n−2 −

τ1√
Var (τ̂1n)

)
E

[
n
(
θ̂PTn − θ

)(
θ̂PTn − θ

)T ]

+

{
1− Ft

(
tα,n−2 −

τ1√
Var(τ̂1n)

)}
E

[
n
(
θ̂PTn − θ

)(
θ̂PTn − θ

)T ]

= Ft

(
tα,n−2 −

τ1√
Var (τ̂1n)

)(
1

n
τ4n(θ)

)−1 ( 1

n
τ33n(θ)

)(
1

n
τ1n(θ)

)−1

+

{
1− Ft

(
tα,n−2 −

τ1√
Var(τ̂1n)

)}(
1

n
τ1n(θ)

)−1 ( 1

n
τ31n(θ, τ)

)(
1

n
τ1n(θ)

)−1

.

여기에서 Ft는자유도 n− 2인 t-분포의누적분포함수이다.

2.2. 제안된 예비검정추정량

우리는이제자료의분산에대한특정한모형을가정하지않고도사용할수있는 PTE 방법에대해제안

한다. 자료의분산구조에대한가정은다음과같은가설로표현될수있다:

H0 : σ2
1 = σ2

2 = · · · = σ2
k vs. H1 : not H0.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위의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 중 본 논문에서는 Levene 검정을 사용하였다. Lev-

ene 검정은 두 개 이상의 표본들에 대하여 분산의 동일성을 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론적 통계방법으

로서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로버스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vene, 1960). Levene

검정의검정통계량 W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W =
n− k

k − 1
×

k∑
i=1

ni
(
Z̄i − Z̄··

)2
k∑
i=1

ni∑
j=1

(
Zij − Z̄i

)2 ,
여기에서 Zij = |yij − ȳi| 또는 |yij − ỹi|이고, ȳi, ỹi는 각각 i번째 그룹의 평균과 중간값이며, k는 서

로 다른 그룹의 개수, n은 모든 그룹에서의 총 표본의 개수, ni는 i번째 그룹에서의 표본의 개수이다.

검정통계량 W는 귀무가설 하에서 자유도가 (k − 1, n − k)인 F -분포를 따르고, 따라서 유의수준 α에

서 W > Fα,k−1,n−k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룹 간의 분산은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여기에

서 Fα,k−1,n−k는 1 − α의 누적확률을 가진 자유도가 (k − 1, n − k)인 F -분포의 임계값이다 (Levene,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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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안하는 PTE는 Levene 검정을 예비검정으로 사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OLSE 또는 IWLSE

방법을 선택하여 추정량으로 쓰게 된다. 즉, 예비검정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IWLSE를 선택하고 기

각하지 못하면 OLSE를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 예비검정의 유의수준 α는 일반적인 가설검정에서 쓰는

0.05를 쓰지 않고, 0.3 또는 0.5를 사용한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OLSE와

IWLSE 중에서 적절한 추정량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예비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값을 사
용한다. 더자세한설명을위해 Lim 등 (2013)을보라. 따라서 PTE는 OLSE와 IWLSE의가중평균의
형태로다음과같이정의된다:

θ̂PTn = θ̂OLSn {1− I(W > Fα,k−1,n−k)}+ θ̂WLS
n I(W < Fα,k−1,n−k),

여기에서 I( )는지표함수이다.

제안된 PTE의 공분산 행렬은 OLSE와 IWLSE의 함수의 형태로 표현될 것이다. Levene 검정에서의

검정통계량 W과두추정량 θ̂OLSn , θ̂WLS
n 의결합분포를알아야 PTE의공분산행렬의정확한식을구할

수있다. 그러나그결합분포를구하는것은매우복잡한유도과정이필요하므로, 본논문에서는자료의

분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주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을 PTE의 공분산 행렬로 사용하는 것

을제안한다:

Cov
(
θ̂PTn

)
= pCov

(
θ̂OLSn

)
+ (1− p)Cov

(
θ̂WLS
n

)
,

여기에서 p는예비검정인 Levene 검정의유의확률이다. 즉, Levene 검정의유의확률이 1에가까워질수

록 PTE의 공분산 행렬은 OLSE의 공분산 행렬에 가까워지며, 0에 가까울수록 IWLSE의 공분산 행렬

에가까워진다.

3. 모의실험 연구

3.1. 실험 계획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수가 4개인 Hill model을 사용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Hill model은 생화학 분

야에서 화합물의 생체 내(in vivo) 용량-반응 관계를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비선형 모형이다 (Hill,

1910):

yij = f(xi, θ) + ϵij = θ0 +
θ1x

θ2
i

θθ23 + xθ2i
+ ϵij , i = 1, . . . , 8, j = 1, . . . , 5,

여기에서 오차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xi의 값은 0, 1, 3, 10, 30, 100, 400, 600이고, 각 모수의

값은 (θ0, θ1, θ2, θ3) = (1, 4, 1.5, 120)으로 정하였다. 총 표본의 크기는 40이다. 오차의 분산구조에 따
라 총 5가지 유형의 자료를 생성하였는데, 등분산 자료가 3가지이고, 이분산 자료가 2가지이다. 등분산

자료는 오차의 표준편차를 0.03, 0.05, 0.1로 정하였고, 이분산 자료는 오차의 표준편차를 (σ1, . . . , σ8) =

(0.1, 0.12, 0.15, 0.1, 0.2, 0.2, 0.25, 0.3), (0.1, 0.05, 0.15, 0.1, 0.3, 0.22, 0.1, 0.05)로 정하였다. 이분산 자료

의 표준편차들은 특정한 분산함수를 따르지 않는 값들이고, 위에서 기술된 각각의 값들은 뒤에 나오는

실제독성학자료의값들과비슷하게선택되었다.

이 모의실험 연구에서 우리는 OLSE, IWLSE 방법과 우리가 제안한 PTE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PTE 방법에서는 예비검정인 Levene 검정에 대한 유의수준 α를 0.3, 0.5의 2가지를 사용하였고, 각각

PTE3, PTE5라고 하였다. 모의실험을 1,000번 반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준치에 관하여 각
추정량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1) 각 모수의 mean square error(MSE), (2) 각 모수의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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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imulation results based on 1,000 replications for homoscedastic data with σ = 0.03 using OLSE,

IWLSE and PTEs

Parameter Method MSE Coverage prob. Length of CI

θ0

OLSE 0.00006 0.942 0.031

IWLSE 0.00008 0.852 0.026

PTE3 0.00006 0.923 0.029

PTE5 0.00006 0.923 0.029

θ1

OLSE 0.00133 0.948 0.144

IWLSE 0.00156 0.890 0.129

PTE3 0.00136 0.939 0.139

PTE5 0.00136 0.933 0.139

θ2

OLSE 0.00107 0.948 0.130

IWLSE 0.00126 0.884 0.115

PTE3 0.00109 0.937 0.125

PTE5 0.00110 0.934 0.125

θ3

OLSE 4.75669 0.948 8.539

IWLSE 5.40743 0.878 7.689

PTE3 4.85049 0.930 8.266

PTE5 4.55089 0.945 8.267

OLSE =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IWLSE = iterated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PTE =

preliminary test estimation, MSE = mean square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의 포함범위 확률(coverage probability), (3) 각 모수의 95% 신뢰구간의 너비. 각 추정량을 비교할 때,

MSE가 더 작을수록 좋은 추정량이고, 95% 신뢰구간의 포함범위 확률이 0.95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추

정량이다. 비슷한 포함범위 확률을 가지고 있는 추정량이라면 신뢰구간의 너비가 작을수록 더 좋은 추
정량이다. 그러나 신뢰구간의 너비가 작더라도 포함범위 확률이 0.95보다 너무 작다면 좋은 추정량이라

고할수없다.

3.2. 결과

Table 3.1부터 3.3까지는 등분산 자료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등분산 자료이기 때

문에 예상대로 OLSE의 MSE가 다른 추정량들에 비해서 가장 작게 나왔다. 그러나 PTE의 MSE도

OLSE보다는 약간 크지만 IWLSE보다는 작게 나왔다. OLSE와 비교해서 PTE로 인한 효율의 손실은

총 MSE로 볼 때 최대 5.7%이다. 그러나 PTE는 IWLSE와 비교해서는 최대 15.8%까지 효율이 많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PTE는신뢰구간의너비는 IWLSE보다약간크면서포함범위확률은 IWLSE보다

0.95에 훨씬 더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 3가지 다른 값의 표준편차를 가진 자료를 생성하여 모의실험

을 실시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PTE3과 PTE5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의 표준편차가 커질수록 OLSE와 비교했을 때 PTE3로 인한 효율의 손실은 2.0%에서 0.7%로 감소함

을 볼 수 있는 반면, PTE5로 인한 효율의 손실은 그 반대로 표준편차가 0.03일 때에는 효율이 4.3%만

큼 증가하여 효율의 이익이 있고, 표준편차가 0.05와 0.1일 때에는 효율의 손실이 각각 5.7%, 6.3%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예비검정인 Levene 검정의 유의수준이 0.3에서 0.5로 커짐에 따라 그만큼 자료
의 등분산성을 쉽게 기각하게 되고 IWLSE를 선택하여 추정량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등분산 자료

이지만 표준편차가 커짐에 따라 자료의 산포의 정도가 증가하면서 자료가 이분산성을 띄는 것처럼 생성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IWLSE를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효율이 높아지

는결과를보이게되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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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imulation results based on 1,000 replications for homoscedastic data with σ = 0.05 using OLSE,

IWLSE and PTEs

Parameter Method MSE Coverage prob. Length of CI

θ0

OLSE 0.00016 0.952 0.051

IWLSE 0.00019 0.856 0.043

PTE3 0.00016 0.936 0.048

PTE5 0.00017 0.931 0.048

θ1

OLSE 0.00358 0.942 0.241

IWLSE 0.00426 0.887 0.216

PTE3 0.00366 0.934 0.232

PTE5 0.00380 0.930 0.232

θ2

OLSE 0.00290 0.951 0.217

IWLSE 0.00341 0.889 0.195

PTE3 0.00297 0.932 0.210

PTE5 0.00309 0.928 0.210

θ3

OLSE 11.98970 0.954 14.261

IWLSE 13.73022 0.895 12.888

PTE3 12.16671 0.950 13.858

PTE5 12.67623 0.947 13.858

OLSE =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IWLSE = iterated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PTE =

preliminary test estimation, MSE = mean square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Table 3.3. Simulation results based on 1,000 replications for homoscedastic data with σ = 0.1 using OLSE,

IWLSE and PTEs

Parameter Method MSE Coverage prob. Length of CI

θ0

OLSE 0.00068 0.953 0.102

IWLSE 0.00086 0.834 0.087

PTE3 0.00069 0.932 0.097

PTE5 0.00071 0.925 0.097

θ1

OLSE 0.01510 0.956 0.490

IWLSE 0.01825 0.899 0.445

PTE3 0.01513 0.947 0.475

PTE5 0.01577 0.942 0.475

θ2

OLSE 0.01272 0.946 0.437

IWLSE 0.01523 0.882 0.390

PTE3 0.01264 0.933 0.422

PTE5 0.01317 0.930 0.422

θ3

OLSE 54.80403 0.952 29.326

IWLSE 65.35001 0.894 27.044

PTE3 55.16467 0.939 28.654

PTE5 58.25172 0.933 28.654

OLSE =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IWLSE = iterated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PTE =

preliminary test estimation, MSE = mean square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Table 3.4와 Table 3.5는 이분산 자료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등분산 자료의 경우와는

달리 표준편차의 값들의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롭다. Table 3.4에서는 표

준편차의 값들이 점점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OLSE가 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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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Simulation results based on 1,000 replications for heteroscedastic data with (σ1, . . . , σ8) =

(0.1, 0.12, 0.15, 0.1, 0.2, 0.2, 0.25, 0.3) using OLSE, IWLSE and PTEs

Parameter Method MSE Coverage prob. Length of CI

θ0

OLSE 0.00112 0.990 0.190

IWLSE 0.00103 0.908 0.112

PTE3 0.00112 0.952 0.142

PTE5 0.00107 0.955 0.142

θ1

OLSE 0.09497 0.897 0.975

IWLSE 0.06899 0.982 1.346

PTE3 0.08700 0.956 1.205

PTE5 0.07872 0.962 1.205

θ2

OLSE 0.05410 0.931 0.831

IWLSE 0.04623 0.939 0.788

PTE3 0.05159 0.928 0.792

PTE5 0.04947 0.930 0.792

θ3

OLSE 410.45548 0.899 61.771

IWLSE 284.28576 0.978 87.760

PTE3 369.71309 0.962 78.362

PTE5 334.03716 0.963 78.362

OLSE =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IWLSE = iterated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PTE =

preliminary test estimation, MSE = mean square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Table 3.5. Simulation results based on 1,000 replications for heteroscedastic data with (σ1, . . . , σ8) =

(0.1, 0.05, 0.15, 0.1, 0.3, 0.22, 0.1, 0.05) using OLSE, IWLSE and PTEs

Parameter Method MSE Coverage prob. Length of CI

θ0

OLSE 0.00074 0.992 0.157

IWLSE 0.00077 0.949 0.115

PTE3 0.00077 0.966 0.122

PTE5 0.00077 0.964 0.122

θ1

OLSE 0.05181 0.892 0.781

IWLSE 0.05957 0.977 1.363

PTE3 0.05910 0.971 1.280

PTE5 0.05989 0.969 1.280

θ2

OLSE 0.08056 0.824 0.709

IWLSE 0.11118 0.882 0.854

PTE3 0.10740 0.872 0.830

PTE5 0.10955 0.869 0.830

θ3

OLSE 242.67034 0.857 48.644

IWLSE 300.28788 0.964 88.733

PTE3 295.18231 0.952 83.202

PTE5 300.98016 0.952 83.202

OLSE =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IWLSE = iterated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PTE =

preliminary test estimation, MSE = mean square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자료의 산포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OLSE

방법이 모수들을, 특히 θ1이나 θ3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OLSE의 MSE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IWLSE는 훨씬 작은 MSE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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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의 MSE는 OLSE와 IWLSE의 사이 값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신뢰구간의 포함범위 확률
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LSE의 포함범위 확률은 거의 모든 경우에

0.95보다 꽤 작은 값을 가지고 있고, IWLSE의 포함범위 확률은 어떤 경우에는 0.95보다 작은 값을, 다

른경우에는 0.95보다큰값을가지고있으나, PTE의포함범위확률은 θ2를제외한모든경우에 0.95에

가장가까운값을보여주고있다.

Table 3.5에서는 표준편차의 값들이 처음에 감소하다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OLSE는 MSE에대해서좋은성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은 x가큰값을가질때자

료의 산포도가 작게 되어 Hill model의 곡선이 plateau를 잘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OLSE가 모수를 정

확하게 추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IWLSE는 자료의 이분산성을 고려하는 추정량이기 때문에 오

히려 추정을 덜 정확하게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PTE는 예비검정을 통해 자료의 등분산성 가설을 기

각하고 IWLSE를 추정량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MSE가 IWLSE와 비슷한 값을 보인다. 그러
나 OLSE의 신뢰구간의 너비는 θ0를 제외하고 굉장히 작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OLSE의 표준오차가

아주 작게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로 θ0를 제외하고 신뢰구간의 포함범위 확률이 0.95보다 훨씬 작게 된

다. 반면에 IWLSE는 신뢰구간의 포함범위 확률이 θ2를 제외하고는 0.95에 가깝게 나오고 PTE도 마

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뢰구간의 포함범위 확률에 대해서는 IWLSE와 PTE의 성능

이 OLSE보다더좋음을알수있다.

모의실험 연구는 우리가 제안하는 PTE 방법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의 분산구조
에따라예비검정을통해적절한추정량을선택하여사용하기때문에 MSE와신뢰구간의포함범위확률
에대해서등분산자료이든이분산자료이든좋은성능을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4. 실제자료 예시

본 장에서는 제안된 PTE 방법을 독성학 연구로부터 얻어진 실제자료에 적용하였다. 이 자료는 실험

동물에게 원자가가 6가인 크로뮴(hexavalent chromium; CrVI)이 중크롬산나트륨 이수화물(sodium

dichromate dihydrate)의 형태로 들어있는 물을 먹였을 때 그 농도와 조직(tissue) 속에 축적되는 총

크로뮴의 양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로부터 생성되었다. CrVI는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암을유발하는것으로알려진독성물질이다. 실험동물은쥐, 생쥐, 기니피그가사용되었고, 축적된크로

뮴의양은혈액, 콩팥등에서측정되었다 (Bucher, 2007).

이 자료는 독성물질의 용량-반응 관계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Hill model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x는 CrVI의 복용량(mg/L)이고, 그 값은 0, 1, 3, 10, 30, 100, 300이다. 그
리고 y는 측정된 총 크로뮴의 양(mg/L)이다. 본 장에서 사용된 자료는 쥐의 혈액에서 측정된 자료와

기니피그의 콩팥에서 측정된 자료이다. 기니피그 콩팥 자료에서는 각 x의 값마다 4번 반복 측정하여 총

표본의 크기는 28이다. 그러나 쥐의 혈액 자료는 x = 0에서 측정값이 3개가 있어서 총 표본의 크기는

27이다.

각 자료는 OLSE, IWLSE, PTE3, PTE5 방법을 사용하여 적합하였다. 추정된 모수의 값과 그 표준오
차는 Table 4.1과 4.2에 요약하였다. 해당하는 자료의 산점도와 적합된 곡선은 Figure 4.1에 그려져 있
다.

Figure 4.1.(a)를볼때,쥐의혈액자료는등분산자료로보여진다. 표본표준편차를계산하면 0.1805이

다. 실제로 PTE 방법의 예비검정인 Levene 검정을 통해 자료의 등분산성을 검정하면 유의수준이

0.3일때에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하고 0.5일때에는귀무가설을기각하게된다(p = 0.3806). 따라서

Table 4.1에 보면 PTE3의 모수 추정량은 OLSE와 같고, PTE5의 모수추정량은 IWLSE와 같음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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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Estimate and standard error for parameters of the models for chromium rat blood data using OLSE,

IWLSE, PTE3, PTE5 methods

Parameter Method Estimate Standard error

θ0

OLSE 0.1088 0.0120

IWLSE 0.1195 0.0058

PTE3 0.1088 0.0087

PTE5 0.1195 0.0087

θ1

OLSE 0.7479 0.1062

IWLSE 0.6626 0.0536

PTE3 0.7479 0.0779

PTE5 0.6626 0.0779

θ2

OLSE 0.9935 0.1640

IWLSE 1.3915 0.1545

PTE3 0.9935 0.1582

PTE5 1.3914 0.1582

θ3

OLSE 95.3612 30.3300

IWLSE 88.7437 15.0225

PTE3 95.3612 22.1334

PTE5 88.7437 22.1334

OLSE =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IWLSE = iterated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PTE =

preliminary tes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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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Chromium concentration in (a) rat blood and (b) guinea pig kidney using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OLSE, solid), iterated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IWLSE, dot) methods.

수 있다. 이 자료가 등분산 자료라고 할 때 OLSE와 IWLSE가 그 추정량과 표준오차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θ2와 θ3에 대해서 추정량의 차이가 많이 나고, 표준오차도 대부분 2배 이상 차

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PTE의 표준오차는 OLSE와 IWLSE의 표준오차의 중간에 해당하

는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IWLSE가 모든 모수에 대해서 다른 추정량들보다 표준오차가 작게 나

오기 때문에 IWLSE가 더 좋은 추정량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오차가 작다고 해서 무조
건 다 좋은 추정량인 것은 아니다. 3장의 모의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등분산 자료에서는 IWLSE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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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Estimate and standard error for parameters of the models for chromium guinea pig kidney data using

OLSE, IWLSE, PTE3, PTE5 methods

Parameter Method Estimate Standard error

θ0

OLSE 0.1187 0.1406

IWLSE 0.1221 0.0139

PTE3 0.1221 0.0263

PTE5 0.1221 0.0263

θ1

OLSE 3.2720 0.6308

IWLSE 3.1177 0.6613

PTE3 3.1177 0.6605

PTE5 3.1177 0.6605

θ2

OLSE 1.5060 0.5734

IWLSE 1.6155 0.3118

PTE3 1.1655 0.3211

PTE5 1.1655 0.3211

θ3

OLSE 71.1118 25.0647

IWLSE 64.1237 23.1700

PTE3 64.1237 23.2203

PTE5 64.1237 23.2203

OLSE =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IWLSE = iterated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PTE =

preliminary test estimation.

준오차가 너무 작기 때문에 95% 신뢰구간의 포함범위 확률이 0.95보다 훨씬 작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반면에, PTE들의 포함범위 확률은 IWLSE보다 훨씬 더 0.95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등

분산 자료에서는 PTE가 더 좋은 추정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등분산 자료인 이 자료에서 PTE가

IWLSE보다더좋은추정량이라고할수있겠다.

Figure 4.1.(b)를 보면, 기니피그의 콩팥에서 측정한 자료는 확실히 이분산 자료임을 알 수 있다. 7개의

CrVI의 복용량에대한 그룹의표본 표준편차는 0.1378, 0.0632, 0.0707, 0.2074, 0.2720, 0.5612, 0.5523이

다. Levene 검정의 결과 3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p = 0.0256). 그렇지만 그냥 눈으로 확인할 때
에는 OLSE와 IWLSE 방법으로 적합한 곡선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Table 4.2를

보면 OLSE와 IWLSE의 추정량이 θ3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고, θ0와 θ2에 대해서는 추정

량의 표준오차가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다. PTE는 예상대로 예비검정을 통해 IWLSE를 선택하여

추정량으로사용하였고, 그표준오차도 IWLSE의표준오차와거의차이가나지않음을볼수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회귀모형에서 자료의 등분산성에 대한 간단한 예비검정을 통해 분산구조에 맞는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의 분산구조에 로버스트한 추정량인 PTE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제안되

었던 PTE 방법은자료가이분산인경우에분산모형을가정하여그모형에서의분산모수를사용하여예
비검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분산모형에 대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방법은 어떠한 분산모형도 가정하지 않고 예비검정도 잘 알려져 있
는 Levene 검정을 사용함으로써 임의의 분산구조에 대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안되
었던방법의단점을보완하는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PTE 방법은 분산의 동일성 검정 방법으로 간단한 Levene 검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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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 검정은 각 그룹에서의 산포도를 평균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Levene 검정 외에 다른 방법들도

고려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Brown-Forsythe 검정이다 (Brown과 Forsythe, 1974).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는 자료의 분포가 무엇인가에 달려있지만, Brown-Forsythe 검정 방법은 중간값을 사용하

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검정 방법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비모수적 Levene 검정이다 (Nord-

stokke와 Zumbo, 2010).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MSE와 신뢰구간의 포함범위 확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등분산 자료와 이분산 자
료 모두에서 PTE 방법이 우수함을 보였다. 실제자료 분석에서도 역시 PTE 방법이 자료의 분산구조에
맞게적절한방법을선택하여추정량으로사용함을보여주었다.

IWLSE는 자료가 등분산성을 만족한다면 OLSE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모의실험에서 등분산을 가정하고 생성한 자료에 적용한 결과를 보면 신뢰구간의 너비가
OLSE로부터 구한 값들보다 전부 작게 나온다. 이것은 IWLSE의 표준오차의 추정값이 작다는 뜻이다.

하지만 MSE는 OLSE로부터구한값들보다전부크게나온다. 결국이건표준오차는작지만모수의추
정값의 bias가 OLSE로부터 구한 값들보다 더 크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IWLSE가 등분산 자료일 때

OLSE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과 맞지 않는 결과처럼 보인다. 비선형 회귀모형과 선형
회귀모형에서의 모수 추정이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비선형 회귀모형에서는 모수 추정량의 점근적 공분산
행렬이 모수의 함수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수의 추정량이 점근적 불편성을 가질 때, 공분산행렬에 모수

의 추정량을 대입하여 그것을 공분산행렬의 추정값으로 사용한다. 등분산 자료에서 IWLSE가 점근적
불편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점근적 결과이기 때문에 OLSE에 비해서 수렴하는 속도에 차이

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모의실험 결과 MSE의 차이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등분산 자료

의 경우 IWLSE의 표준오차가 OLSE의 표준오차보다 더 작은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이 된다. 게다가

표준오차의 값이 작게 나오지만 신뢰구간의 포함범위 확률이 0.95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볼수없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PTE 방법은 Levene 검정을 예비검정으로 사용하는데 그 유의수준을 0.3 또는

0.5으로 사용하였다. 이 값들은 널리 사용되는 유의수준인 0.05보다 훨씬 큰 값이다. 그러나 PTE 방

법에서의 유의수준은 원래의 의미인 제 1종의 오류를 범할 확률이라기보다는 OLSE와 IWLSE를 선택

하는 기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그 값을 연구자의 자료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모의실험에서 예비검정의 유의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PTE 방법의 결

과가약간차이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기때문에이것은중요한이슈이다.

또한 제안된 PTE의 공분산 행렬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너무 복잡한 유도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예비검정의 유의확률을 가중치로 해서 OLSE와 IWLSE의 공분산 행렬의 가중평균을 그 공분산 행
렬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모의실험 연구와 실제자료 분석에서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보였
다. 그러나 제안된 PTE의 공분산 행렬을 이론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

로평가된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PTE 방법은 M-추정량을 사용함으로써 이상점이나 영향점에도 로버스트한 방법이

다. 따라서이번에제안된 PTE 방법도 M-추정량을사용하는것으로확장한다면더욱개선된추정방법

이될것이며이는추후에연구되어질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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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회귀모형에서 오차의 분산에 따른 예비검정

추정방법

유혜원a · 임창원a,1

a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2016년 2월 11일 접수, 2016년 4월 2일 수정, 2016년 4월 25일 채택)

요 약

일반적으로 독성학 또는 약리학에서는 자료를 분석할 때 Hill Model과 같은 비선형 회귀모형을 사용한다. 비선형

회귀모형에서 모수의 추정량과 그것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측도의 추정은 오차의 분산 구조에 영향을 받
게 된다. 따라서 자료가 등분산인지 혹은 이분산인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추정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기 전에는 오차의 분산구조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오차의 분산구조에 로
버스트한 추정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검정 방법을 기반으로 한 비선형 회귀모
형에서의 모수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오차 분산의 등분산성에 대한 간단한 예비검정의 결과에 따라 보통 최소제

곱 추정(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방법과 반복 가중 최소제곱 추정(iterative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방법을 사용하는 추정량을 정의하였다. 제안된 추정량은 모의실험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표준적인 추
정량들과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미국의 National Toxicology Program으로부터 얻어진 실제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방법들을비교하였다.

주요용어: 용량-반응연구, 예비검정추정, 이분산성, 독성학, 반복가중최소제곱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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