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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often possible to test for differences in population means when two or more samples are extracted from

each N population.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test for the mean difference if one sample is extracted from

each population since a sample mean does not exist. But, by dividing a group of samples extracted one by

one into two groups and generating a sample mean, we can identify a heterogeneity that may exist within

the group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of the groups’ mean. Therefore, we propose a minimum combination

t-test method that can test the mean difference by the number of combinations that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to test differences between means to check heterogeneity in a

group of extracted samples. We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method by simulation study and obtained

the results through rea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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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08년에 William Sealy Gosset이 Student (1908)라는 필명으로 t-통계량을 개발하여 발표한 이래로

t-검정은 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모집단에서 모평균을 비교하는 데 쓰여왔다.

모집단이 하나일 때에는 모평균이 어떤 주어진 특정한 값과 같은지를 검정하기 위해, 그리고 모집단이
두 개일 때에는 각 모집단의 모평균이 같은지를 검정하기 위해 쓰인다. 그러나 모집단의 개수가 3개 이

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t-검정은 사용할 수 없고 분산분석을 통하여 모평균을 비교한다. 분산분석은

1918년에 Ronald A. Fisher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Fisher, 1918), 역시 그 이후로 과학의 많은
분야에서사용되어왔다.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t-검정과 분산분석 모두 중요한 전제조건이 하나 만족되어야 하는데 그
것은 각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평균과
모분산을 추정하고 그 추정값을 사용하여 가설검정을 위한 검정통계량을 계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

본의크기가최소한 2 이상이되어야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는모집단의분포가정규분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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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정을만족하기위해서표본의크기가 10 이상은되어야한다고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N개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크기가 2 이상인 표본에 대하여 모평균이 동일한지 검정할
때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즉, H0: µ1 = · · · = µN의 가설을 검정하게 되고 N개의

처리마다반복의수도달라질수있는데, 만약반복의수가 1로 N개의모집단으로부터표본이 1개씩추

출되었다면 모평균에 대하여 H0: µ1 = · · · = µN의 가설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평균이 동일한지에 대한 검정은 각 표본으로부터 표본평균인 X̄를 계산함으로써 그것으
로 모평균을 추정하고 가설검정에 사용하게 되는데, 한 개의 표본에 대해서는 표본평균을 계산할 수 없
고따라서가설검정이불가능하게된다.

본논문에서제안하는새로운가설검정방법은폐암전이성종양에대한연구에서측정된자료로부터잠
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종양의 이질성(tumor heterogeneity)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종양의

이질성은 한 환자가 체내에 퍼져있는 종양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성질이 다른 종양세포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Marusyk와 Polyak, 2010). 하지만 만약 몇 개의 종

양만을이용하여이를확인한다면전체적인이질성을나타나는데에제한적일수있기때문에우리는한

환자가 가진 모든 종양을 이용하여 이질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종양의 이

질성은 종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변수들, 예를 들면 종양의 최대 지름 또는 종양의 부피를 가

지고판단할수있다. 한환자에게나타나있는종양들이서로이질적이라면종양의크기가변하는정도

가 서로 다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 환자가 체내에 N개의 종양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환자
의 i번째 병변에 나타나 있는 종양의 크기를 서로 다른 시점에 두 번 측정하여 그 변화율을 Xi라고 하고

각 Xi가 N(µi, σ
2)로부터 추출되었다고 가정한다면(여기서, i는 1, . . . , N), 우리는 각 모평균이 동일한

지를검정함으로써종양의이질성여부를파악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N개

의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모두 1인 경우에는 H0: µ1 = · · · = µN와 같은 가

설 검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N개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1인 표본이 각각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검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 제안된다면, 그 방법을 활용하여 종양의 이질
성이존재하는지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모의실험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할 것이다. 4장에서는 실제자료를 제안한 방법으로

적용시킨결과를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본논문에대하여전체적으로정리하였다.

2. 방법론

우리는 N개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 한 개씩 추출될 때, H0: µ1 = · · · = µN의 귀무가설을 검정
함으로써 모평균의 차이가 존재하여 구성된 N개의 표본들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조합 t-검

정(minimum combination t-test) 방법에대해제안한다.

여기서, 각 Xi가 N(µi, σ
2)로부터 추출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H0: µ1 = · · · = µN의 가설이 참이라

면 µ1, . . . , µN가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µ라고 하면 N개의 표본들은 N(µ, σ2)의 동일한 분포로부터

추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개의 표본을 크기가 비슷한 임의의 두 집단인 X11, . . . , X1n1과

X21, . . . , X2n2로 나누어도 귀무가설이 참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분포는 여전히 N(µ, σ2)의 분포

로부터 추출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X11, . . . , X1n1과 X21, . . . , X2n2은 X1, . . . , XN의 한 분

할(partition)이다. 또한, N이 짝수인 경우, n1 = n2 = N/2이고, N이 홀수인 경우, n1 = (N − 1)/2,

n2 = (N + 1)/2이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는 N개의 표본인 X1, . . . , XN을 임의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가설검정을 실시한다. 여기서, 모인 표본에 대하여 크기가 비슷한 두 집단으로 나누게 되는데, 모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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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수로 두 집단을 나눌 수 있는 조합을 고려하게 된다. 조합의 수(m)는 집단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정의된다:

m =


NCN

2

, if N = 짝수,

NC(N− 1)

2

, if N = 홀수,

여기서 조합의 수는 최대 4,000개로 제한한다. 이때, 다중 검정의 개념에 착안하여 새롭게 나누어진 두

그룹에 대하여 조합의 수만큼 t-검정을 실시하여 나누어진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게 된다. 제안한 방

법에서의 t-검정을위한 i번째조합에서의귀무가설과대립가설은다음과같이설정된다:

H0i : µAi = µBi vs. H1i : µAi ̸= µBi, i = 1, . . . ,m.

여기에서, µAi와 µBi는 i번째 조합에서 나누어진 두 집단의 모평균들이다. 모든 조합에서 귀무가설 하
에서는 µAi = µBi = µ이다. 만약 여기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면 임의로 나누어진 그룹들의
모평균이 모두 같기 때문에 동일한 분포로부터 추출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원래 설정된 H0: µ1 =

· · · = µN의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된다. 또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면 최소한 한
쌍의두그룹이서로상이한분포로부터추출되었으므로마찬가지로이는 H0: µ1 = · · · = µN의가설을

기각한다고할수있다.

이 방법은 모든 가능한 조합의 개수만큼 나누어진 두 집단에 대하여 t-검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유의확률

인 p-값 또한 그 개수만큼 계산되어 도출되는데, 그 중 적어도 한 개의 p-값이 유의수준에 대해 유의하

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나누어진 두 집단이 서로 다른 평균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p-값 중 최솟

값을 유의수준과 비교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의수준에 대하여 본페르니 교정을 이용하여 다중 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보정할 것이다 (Dunn, 1961). 따라서 유의수준은 α = 0.05/m로 설정된다. 제안

된 새로운 가설검정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설 검정 시 모든 가능한 조합의 개수만큼 t-검정

을 하고 각 t-검정으로부터 p-값이 얻어지는 데, 그 중에서 최솟값을 구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귀무가설
의기각여부를판단하기때문에최소조합 t-검정이라고부르기로하였다.

3. 모의실험 연구

3.1. 실험 계획

우리는 모의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두 종류의 자료를 생성하였다. 표본의 개수인 N은 10, 20, 30, 40, 50,

100로 설정하였다. 먼저, H0: µ1 = · · · = µN의 귀무가설이 참일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정규분포를 따
르는 동일한 분포로부터 자료를 생성하였다. 정규분포 N(10, σ2)에서 σ가 0.1, 1, 2인 분포를 따르고 평

균이 동일한 자료를 랜덤하게 생성하여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둘째로, Hi: 어떤 i ̸= j에 대하여

µi ̸= µj의 대립가설이 참일 경우를 고려하기 위한 자료를 생성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분포로부터 추출

된 표본들을 의미하므로 표본의 개수인 N에 대하여 각각 자료의 절반을 평균이 상이한 세 가지 종류의
자료를 생성하였다. 먼저, 절반은 N(5, 0.12) 분포로부터, 나머지는 N(0, 0.12) 분포로부터 생성되어 혼

합된 자료와 절반은 N(10, 0.12) 분포로부터, 나머지는 N(0, 0.12) 분포로부터 생성된 자료를 고려하였

다. 마지막으로절반은 N(15, 0.12) 분포로부터, 나머지는 N(0, 0.12) 분포로부터생성된평균이상이한
자료를표현하여모의실험을진행하였다.

우리는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성능을확인하였다: (1) 귀무가설이참일경우의제 1종의오류를범할

확률(type I error rate); (2) 대립가설이 참일 경우의 검정력(power). 각 모의실험의 시나리오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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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100번 생성시켜서 그 중에서 귀무가설을 몇 번 기각시키는 지를 센 후 제 1종의 오류를 범할 확률

또는 검정력을 구하고, 그 과정을 다시 100번 반복하여서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같다:

제 1종의오류를범할확률(또는검정력) =
1

100

100∑
i=1

(
귀무가설을기각한횟수

100

)
i

,

여기서우리는제 1종의오류를범할확률과검정력을이용하여성능을확인할때높은값의검정력보다

제 1종의 오류를 범할 확률이 0.05에 근사하는 경우로 초점을 두었다. 또한, 귀무가설이 참일 경우에서
유의수준이 α = 0.1/m로설정한모의실험도함께진행하였다.

3.2. 결과

Figure 3.1을통해모의실험결과를확인해보자. 우선 Figure 3.1(a), (c), (e)를볼때, 귀무가설이참이
라는 가정 하에 유의수준이 0.05/m일 때 σ가 0.1, 1, 2로 설정된 경우 모두 0.05보다 작거나 근사한 제
1종 오류 확률을 보인다. 또한, 유의수준이 0.1/m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제 1종의 오류를 범할 확률이

0.1에 가깝게 나타나므로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두 가지 다른 값의 유의수준을 지정했을 때
두경우모두제안된방법이좋은성능을보임을확인할수있다.

Figure 3.1(b), (d), (f)를 볼 때,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세 가지 경우 모두 유의수준이

0.05/m일 때 검정력을 확인하면 N이 10인 경우에만 1이고 다른 경우들에는 모두 0.5 근처로 나온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검정력이 높다고 할 때 고려되는 0.8보다는 작지만 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고려

한다면어느정도좋은성능임을확인할수있다. 모의실험을통해도출된결과에서제 1종오류를범할

확률의자세한값은 Table 3.1을, 검정력에대한값은 Table 3.2를보라.

4. 실제자료 예시

본 장에서는 전이성 폐암의 종양 연구로부터 얻어진 실제자료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자

료는 전이성 폐암인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흉부 CT를 통해 최대 지름(maximum diameter)과 부

피(volume)를 측정하고, 항암치료후에도후속촬영을실시하여전이성종양의성장패턴 차이와변화율

에 따른 종양 이질성(tumor heterogeneity)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Yoo 등, 2017)로부터 생성되었다.

종양 이질성은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표현형, 행동성향 등 특징이 다양한 종류의 종양세포를 형

성하는것이다 (Marusyk와 Polyak, 2010). 따라서투여되는약물의민감성이다른종양세포가모여조

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정도가 달라 치료가 어려우므로 이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제안한방법을적용시켜종양이질성을지닌환자를파악할수있다.

이 자료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폐암 전이성을 지닌 1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CT 촬영을 실시하여 종양의 최대 지름(cm)과 부피(cm3)를 측정하였다. 10명의 환자들은 1명의 여성

환자와 9명의 남성 환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 환자들이 지닌 종양(nodule)의 수는 4개부터 52개까지 존

재한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종양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환자들의 두 번의 방문을 통해 얻어

진관측값들을이용하여변화율을계산한다. 변화율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변화율 =
V2 − V1

V1
× 100(%),

여기서 V1, V2는 각각 첫 번째 방문 시 관측값, 두 번째 방문 시 관측값에 해당된다. 이는 각 환자가 지

닌종양의개수만큼계산된다. 우리가제안한방법을적용하여얻은결과는 Table 4.1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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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0 is true (σ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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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1 is true (µ =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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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0 is true (σ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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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1 is true (µ = 0, 10)

10 20 30 40 50 100

N

Ty
p
e
 1

 e
rr

o
r

0
.0

0
0
.0

5
0
.1

0
0
.1

5
0
.2

0

(e) H0 is true (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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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H1 is true (µ = 0, 15)

Figure 3.1. Estimated type I error rate when H0 is true, and power when H1 is true for minimum combination

t-t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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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imulation results (estimated type I error rate with standard errors within parentheses) for data when

H0 is true

N
σ = 0.1 σ = 1 σ = 2

0.05/m 0.1/m 0.05/m 0.1/m 0.05/m 0.1/m

10
0.0126 0.0304 0.0169 0.0279 0.0124 0.0261
(0.0011) (0.0014) (0.0011) (0.0013) (0.0013) (0.0013)

20
0.0347 0.0633 0.0324 0.0650 0.0302 0.0624
(0.0015) (0.0025) (0.0014) (0.0027) (0.0015) (0.0025)

30
0.0412 0.0794 0.0410 0.0778 0.0398 0.0793
(0.0021) (0.0029) (0.0019) (0.0028) (0.0020) (0.0028)

40
0.0417 0.0826 0.0441 0.0928 0.0442 0.0982
(0.0020) (0.0029) (0.0018) (0.0030) (0.0019) (0.0032)

50
0.0453 0.0871 0.0433 0.0914 0.0446 0.0829
(0.0022) (0.0031) (0.0021) (0.0031) (0.0021) (0.0030)

100
0.0476 0.0978 0.0483 0.0942 0.0489 0.0958
(0.0023) (0.0032) (0.0023) (0.0031) (0.0022) (0.0031)

Table 3.2. Simulation results (estimated power with standard errors within parentheses) for data when H1 is true

N
µ = 0, 5 µ = 0, 10 µ = 0, 15

0.05/m 0.05/m 0.05/m

10 1.0000 (0.0000) 1.0000 (0.0000) 1.0000 (0.0000)
20 0.4543 (0.0051) 0.4708 (0.0049) 0.4912 (0.0049)
30 0.4328 (0.0052) 0.4257 (0.0046) 0.4382 (0.0050)
40 0.4188 (0.0049) 0.4439 (0.0046) 0.4476 (0.0045)
50 0.4169 (0.0048) 0.4035 (0.0043) 0.4171 (0.0048)
100 0.4096 (0.0046) 0.4283 (0.0045) 0.4256 (0.0045)

Table 4.1. The results of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for each patent’s nodules in 10 patients

Patient No. of Min(p)
Min(Min(p))

Significant level Overall

No. nodules Maximum diameter Volume (0.05/m) heterogeneity

1 27 0.0006 0.0005 0.0005 0.0000125 No
2 8 0.1463 0.3292 0.1463 0.0007142 No
3 52 0.0006 0.0028 0.0006 0.0000125 No
4 7 0.0878 0.1879 0.0878 0.0014285 No
5 25 0.0333 0.1324 0.0333 0.0000125 No
6 8 0.0324 0.1955 0.0324 0.0007142 No
7 5 0.0966 0.4226 0.0966 0.0050000 No
8 10 0.0305 0.0283 0.0283 0.0001984 No
9 9 0.0399 0.2978 0.0399 0.0003968 No
10 4 0.2815 0.3005 0.2815 0.0083333 No

우선, 각각측정된최대지름과부피에대한변화율을대상으로 p-값의최솟값(Min(p))을도출하여 α가

0.05/m인 유의수준에서 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수준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면 H0: µ1 = · · · =

µN의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Table 4.1의 결과를 보면 환자 10명에 대

한최대지름과부피의변화율에대해서 p-값의최솟값이각환자들의유의수준보다크므로모두이질성

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 지름과 부피에 대하여 도

출된 두 최솟값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중 더 작은 값이 유의수준보다 작다면 환자가 지닌 종양에 대하
여 전체적인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 10명의 환자 모두 전체적인 이질성을 보인다고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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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N개의 모집단에서 표본이 한 개씩 추출되었을 때 평균 비교를 하기 위해 크기가 유사한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 조합의 수를 고려해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X̄를 계산하고 평균 차
이 검정을 통해 집단에 속한 표본들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조합 t-검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2개 이상의 표본에 대하여 모평균이 동일한지 검정할 때에는 일
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방법을 통해 반복의 수가 1인 경우 H0: µ1 = · · · = µN의 가설

검정이가능하다.

우리는모의실험을통해우리가제안한방법이제 1종의오류를범할확률을작게유지하는결과를보여

좋은성능을보임을확인하였다. 그러나검정력이높지않은 한계가있음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표

본들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안한 방법을 실제 자료에 적용시켰다. 대립가설이 참인 모

의실험의 시나리오에서 각 모집단의 평균의 값을 절반은 0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5, 10, 15 등 0보다

굉장히 큰 값으로 하였다. 이런 극단적인 설정에도 불구하고 검정력이 거의 모든 경우에 0.5가 나오는

것은 N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크기가 비슷한 두 집단으로 나누는 조합의 수가 급격히 커지고 이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t-검정의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t-검정의 최대 수행 횟수,

즉 m의최댓값을 4,000으로제한을두었기때문이다. 모의실험에서 N이 10인경우에는가능한조합의

수가 252이기 때문에 m의 값 또한 252가 되고 이 경우는 모의실험에서 검정력이 1이 나오게 된다. 그
러나 다른 경우는 모두 조합의 수가 4,000을 훨씬 넘고 이런 경우에는 m의 값이 4,000이 되고 검정력이

0.5에 가깝게 나오는 것이다. 각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1인 경우에 평균을 비교하는 가
설검정 방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이 제 1종의 오류를 범할 확률을 조절하는 것에 더 맞

춰져 있다. 게다가 실제 자료에서 N에 해당하는 각 환자의 종양의 수는 10명의 환자 중 7명이 10 이하

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모의실험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에 대하여 본페르니 교정을 이용하여 오류를 보정하였다. 본 연구는 각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모두 1인 경우에 다수의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가설
검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통계학의 가설검정을 포함한 모든 추론에 대한 이론 또는 방법론에

서 표본의 크기가 1인 경우에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특수한 경우에도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중 검정의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

지만 각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모두 1이기 때문에 제안된 가설검정 방법은 여전히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중 검정에서 제 1종의 오류를 범할 확률을 조절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가장 보수적인 본페르니 교정을 통해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결과
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도 p-값의 순서를 고려하여 false discovery

rate (FDR)을 보정할 수 있는 Holm-Bonferroni 방법 (Holm, 1979)이나 Benjamini-Hochberg 방법

(Hochberg와 Benjamini, 1990) 등다른다중검정의방법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또한우리는한집

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조합할 수 있는 만큼 세 집단 이상으로 나누어 평균 비교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t-검정이 아니라 등분산 가정이나 정규성 가정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이나
Kruskal-Wallis 방법 (Kruskal과 Wallis, 1952)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모집단에서표본이한

개씩추출되었을때평균비교를함으로써이질성을분석할수있는다양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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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1인 표본들로 구성된 집단에 기반한

모평균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최소 조합 t-검정

방법

허미영a · 임창원a,1

a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2017년 2월 24일 접수, 2017년 2월 26일 수정, 2017년 2월 26일 채택)

요 약

일반적으로 각 N개의 모집단에서 2개 이상의 표본이 추출되었을 때, H0 : µ1 = · · · = µN의 가설에 대하여 검정할

수있지만각모집단으로부터표본이한개씩추출된다면 X̄가존재하지않으므로모평균의차이검정은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씩 추출된 표본으로 구성된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임의의 평균을 생성함으로써 평균의 차이를 비교
한다면 표본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질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 조합의 수

만큼 평균 차이를 검정할 수 있는 최소 조합 t-검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 개씩 추

출된표본들사이의이질성을확인하기위하여평균차이를검정할수있는방법을제안하였고모의실험연구를통해
성능을확인하였고실제자료분석을통해결과를도출하였다.

주요용어: 이질성, 최소조합 t-검정방법, 평균차이, 가설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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