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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yesian experimental design is a useful concept in applied statistics for the design of efficient experiments

especially if prior knowledge in the experiment is available. However, a theoretical or numerical approach

is not simple to implement. We review the concept of a Bayesian experiment approach for linear and

nonlinear statistical models. We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prior knowledge and optimal design to

identify Bayesian experimental design process characteristics. A balanced design is important if we do not

have prior knowledge; however, prior knowledge is important in design and expert opinions should reflect

an efficient analysis. Care should be taken if we set a small sample size with a vague improper prior since

both Bayesian design and non-Bayesian design provide incorrect solutions.

Keywords: Experimental design, Bayesian method, Bayesian decision theory, Monte-Carlo method.

1.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의 구조

최적화된 실험설계는 자료가 수집되기 이전에 결정되어야 하고, 설령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특정

한 형태의 실험설계 조건아래서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 실험설계를 선택하는 문
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더군다나 전문가로부터 모수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존재하여 이를 기
반으로 최적화된 실험설계를 찾고자 한다면, 기존의 우도함수 기반 최적화 접근방법에는 한계가 존재
하며, 따라서 베이지안적 접근방법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게 된다.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은 Raiffa와

Schlaifer (1961)와 Lindley (1972)의 의사결정론적 접근방법에서 시작된다.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의 구
조를간단하게소개하면다음과같다.

만일 실험설계 η가 적당한 공간, H에서 선택되고 표본공간 X로부터 표본 x가 관찰되고, 모수공간인

Θ로부터 모수인 θ가 설정되었다면, 효용함수 U( · )에 대하여 실험설계 η에 대한 기대 효용은 다음과 같

이표현된다.

U(η) =

∫
X

∫
Θ

U(θ, η, x) · p(θ|x, η) · p(x|η)dθdx. (1.1)

결국 베이지안 측면에서의 최적화된 실험설계법은 식 (1.1)에서 표현된 기대효용함수 U(η)를 최대화 시

키는 η∗를찾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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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효용함수 U( · )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다양한 형태의 효용함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

은 실험목적에 맞는 함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지안 실험계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효

용함수는 Shannon 정보량 (Shannon, 1948)으로 이를 최대화 시키는 실험설계는 사전분포와 사후분포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Kullback-Leibler 거리를 최대화 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max
η∈H

∫
X

∫
Θ

log
p(θ|x, η)
p(θ)

· p(x, θ|η)dθdx. (1.2)

식 (1.2)에 나타난 사전분포는 실험설계 η와 관계없으므로 기대효용은 모수 θ에 대한 사후분포의 Shan-

non 정보량기대치로써다음과같이표현된다.

U1(η) =

∫
X

∫
Θ

log[p(θ|x, η)] · p(x, θ|η)dθdx = Eθ,X [log(p(θ|X, η))], (1.3)

여기서, θ의 사후분포에 대한 Shannon 정보량 기대값을 효용함수에 적용시켰다는 의미는 실험목적이

θ에 대한 추론으로 나타났을 경우 적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일 실험의 주요목적이 예측이라면

θ보다는 예측에 해당하는 xn+1에 대한 예측분포(predictive distribution)를 기반으로 효용함수가 정의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용함수는 예측치 xn+1에 대한 예측분포의 Shannon 정보량 기대치 또는 사전

예측분포와 사후예측분포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Kullback-Leibler 거리가 된다. 이를 정리하여 표현하

면다음과같다.

U2(η) =

∫
log[p(xn+1|x, η)] · p(x, xn+1|η)dxdxn+1 = E[log(p(Xn+1|X, η))]. (1.4)

결국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은 실험목적에 맞는 효용함수를 정의하고, 효용함수를 최대화시키는 실험설계

를 찾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모형에서 나타나는 효용함수의 모습을 알아보고 최적
화실험설계를찾기위한방법과이에대한특징을예를통하여알아보기로한다.

2. 통계분석모형에서 나타나는 베이지안 실험계획법

2.1. 선형모형

일반적인선형모형형태인 Y = Xθ + ϵ에서 ϵ ∼ N(0, σ2I)을가정하고(여기서 I는단위행렬), k개의모

수로구성된 θ에대한사전분포를공액분포인정규분포로가정하면, 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선형모형의가정: [y|θ, σ] ∼ N
(
Xθ, σ2I

)
.

θ에대한사전분포: [θ|σ] ∼ N
(
θ0, σ2R−1) .

θ에대한사후분포: [θ|x, y, σ] ∼ N

((
xTx+R

)−1 (
xT y +Rθ0

)
, σ2

(
xTx+R

)−1
)
.

θ에 대한 사후분포를 보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최적화 실험계획에 적용되는 요소인 η의 의미를 강조하

기 위하여 디자인 행렬이라고 부르는 x 행렬을 기반으로 M(η) = (xTx)/n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재

표현된다.

[θ|x, y, σ] ∼ N
(
(nM(η) +R)−1

(
xT y +Rθ0

)
, σ2(nM(η) +R)−1

)
.

이제 θ에 대한 사후분포가 확정되었으므로 식 (1.3)에서 소개된 Shannon 정보량의 기대치를 계산하면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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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η) = −k
2
log(2π)− k

2
+

1

2
log
(
det
(
σ−2(nM(η) +R)

))
,

∼ det(nM(η) +R). (2.1)

결국 최적화된 실험설계는 행렬 (nM(η) + R)의 행렬식을 최대화시키는 문제로 바뀌게 되며, 이를

베이지안 D-optimality라고 한다. 만일 사전분포에서 나타난 정보행렬 을 0행렬로 설정하면, 비(非)

베이지안(non-Bayesian) D-optimality가 된다. 따라서 비 베이지안 D-optimality는 베이지안 D-

optimality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베이지안 방법과 비(非) 베이지안 방법이 일치

하는 사전정보에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 즉, R행렬에 0 행렬을 할당하는 방법은 객관적 분석결과를
얻기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베이지안 방법과 비 베이지안 방법에서 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로 이 방법은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우월성

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η와 U1의 분석적 관계를 통하여 사전확률 분포가 무정보적이면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noninformative improper prior) 안정적이고 우월한 실험설계를 제공하여 준다는 보다 구체
적인 증거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의문은 4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실험연구의 목
적이 모수추정이 아니라 독립변수 xn+1값에 대한 예측이라면, 효용함수는 예측분포의 기대값으로써 식

(1.4)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U2(η) ∝ −1

2
σ2
[
xTn+1(nM(η) +R)−1xn+1 + 1

]
. (2.2)

이러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통하여 얻은 최적화된 해를 베이지안 c-optimality 라고 한다. 결국, 예측이

주요목적이라면베이지안 c-optimality를기반으로하는 xTn+1(nM(η) +R)−1xn+1을최소화하는 η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σ를 모르는 경우의 선형모형을 고려해 보면, (θ, σ)의 공액분포인 정규분포
와역감마분포를사전분포로설정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θ에대한조건부사전분포: [θ|σ] ∼ N
(
θ0, σ

2R−1) .
σ에대한사전분포:

[
σ−2|α, β

]
∼ Ga(α, β) ∝

(
σ−2)α+1

exp
(
−βσ−2) .

⇒ θ에대한조건부사전분포: [θ] ∼ MVT

(
k, 2σ, θ0,

β

α
R−1

)
.

여기서MVT는K변량 t-분포를의미하는것으로자유도는 2α,중심모수는 θ0,척도모수는 (β/α)R−1임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액사전분포를 설정하게 되면, 최종적인 θ에 대한 사후분포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될수있다 (Box와 Tiao, 1973).

[θ|x, y] ∼ MVT
(
k, 2α+ n, θ∗, h(x, y)(nM(η) +R)−1) , (2.3)

여기서 θ∗ = (nM(η) + R)−1(xT y + Rθ0)이고, h(x, y) = (2α + n)−1[(y − sθ0)
T (I − x(nM(η) +

R)−1)(y − xθ0) + 2β]이다.

또한 xn+1에 대한 예측치 yn+1에 대한 예측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Chaloner과 Verdinelli,

1995).

[yn+1|x, y] ∼ MVT
(
k, 2α+ n, (xn+1θ

∗) , h(x, y)
(
xn+1(nM(η) +R)−1xn+1 + 1

))
. (2.4)

식 (1.2)와 식 (1.3)에 소개된 효용함수를 얻기 위하여 계산된 중간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후분포인 식

(2.3)이나 식 (2.4)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적분의 수치

해석적인 방법, 특별히 MCMC(Markov Chain Monte Carlo)를 이용한 접근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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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선형모형

통계분석모형이 비선형일 경우에는 식 (1.3)에 나타난 효용함수의 기대치를 최대화시키는 문제는 훨씬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사후분포의 정규근사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피셔의 기대

정보량, nI(θ, η)을 사용하거나 우도함수 또는 사후분포의 2차 미분을 분산으로 사용하여 접근하게 된
다. 이경우 θ에대한사후분포는다음과같이나타난다 (Berger, 1985).

[θ|x, η] ∼ N

(
θ̂,
[
nI
(
θ̂, η
)
+ R̈

]−1
)
, (2.5)

여기서 θ̂은 일반화된 최대우도 추정치라 불리는 사후분포의 최빈값이 되며, R̈은 사전확률밀도함수의

2차 미분 행렬을 의미한다. 피셔 정보량을 피셔정보량의 기대치(expected Fisher information ma-

trix)을 사용할지 아니면 관찰된 피셔정보량(observed Fisher information matrix)을 사용할 지에 대

한논란은끊임없이재기되고있지만아직까지어느것이우월하다는결론은내릴수없는상태이다. 피

셔정보량의기대치를기반으로식 (1.3)에서나타나는기대효용함수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U1(η) = −k
2
log(2π)− k

2
+

1

2

∫
log det[nI(θ, η) +R]p(θ)dθ,

∝
∫

log det[nI(θ, η) +R]p(θ)dθ. (2.6)

식 (2.6)에 나타난 구체적인 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르누이 반응을 하는 와 이에 대응되는 독립변수 간
에다음과같은성공확률을갖는로지스틱회귀모형을고려하여보자 (Chaloner과 Larntz, 1989).

p(y = 1|x, µ, β) = 1

1 + exp(−β(x− µ))
.

이 경우 모수 µ는 반응확률 50%에 해당하는 x값을 의미하고, β는 확률의 로짓 스케일에 대한 기울기

를 의미한다. 만일 k개의 서로 다른 xi값들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실험설계, η가 이루어진다면(i =

1, 2, . . . , k), 관찰된피셔정보량은다음과같이정리된다.

I(θ, η) =

(
β2t −βt (x̄− µ)

−βt (x̄− µ) s+ t (−̄µ)2

)
. (2.7)

여기서 x̄는 가중평균을 나타내는, t−1∑k
i=1 niwixi이고, s는 가중 제곱합

∑k
i=1 niwi(xi − x̄)2을 의미

하며, 여기서 ni는 실험설계 η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xi값에 해당하는 관찰값의 수를 나타내고, 가중치

wi는 베루누이 분포의 분산을 나타내는 p(y = 1|x, µ, β)(1 − p(y = 1|x, µ, β))의미하며, t는 가중 총합

을나타내는
∑k
i=1 niwi을의미한다.

결국 식 (2.6)에 나타난 효용함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관찰된 피셔정보량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같은식이된다.

U1(η) ∝ Eµ,β
[
log
(
β2ts

)]
.

효용함수를 최대화시키는 최적의 실험계획을 찾는 방법은 Nelder와 Mead (1965)가 제시한 심플랙스

방법이나 수치해석적인 적분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소개된 몬테칼로 시뮬레

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법이 보편화되면서 (Tanner, 1998)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장에서는이러한몬테칼로시뮬레이션을통한효용함수최대화방법에대하여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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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몬테칼로 적분을 통한 베이지안 실험계획법

일반적으로 식 (1.2)에 나타난 기대 효용치는 간단한 형태가 아니므로 수치해석적이나 대수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문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접근하기 쉬
운 형태로 기대 효용치를 변환시켜 보기로 한다. 먼저 기대 효용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확률,

p(θ, x|η)는 조건부 확률의 곱셈법칙에 의하여 p(x|θ, η) × p(θ|η)로 표현될 수 있고, 사후확률을 나타내

는 p(θ|x, η)는 베이즈 정리에 의하여 우도함수와 사전분포의 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식 (1.2)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θ에 대한 사전확률, p(θ|η)는 실험설계를 결정하는 η와 무관하므로 p(θ)으로 표현

되어다음과같은식이유도된다.

p(θ|x, η) = p(x|θ, η)× p(θ|η)∫
Θ
p(x|θ, η)× p(θ|η)dθ

=
p(x|θ, η)× p(θ)

p(x|η) . (3.1)

Kullback-Leibler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대 효용치를 나타내는 식 (1.2)에 θ에 대한 사후확률을 나타

내는식 (3.1)을대입하면다음과같은형태의식이유도된다 (Huan과 Marzouk, 2013).

U1(η) =

∫
X

∫
Θ

log
p(θ|x, η)
p(θ)

· p(x, θ|η)dθdx

=

∫
X

∫
Θ

log

p(x|θ,η)×p(θ)
p(x|η)

p(θ)
· p(x, θ|η)dθdx

=

∫
X

∫
Θ

log
p(x|θ, η)
p(x|η) · p(x|θ, η)p(θ)dθdx

=

∫
X

∫
Θ

[log p(x|θ, η)− log p(x|η)] · p(x|θ, η)p(θ)dθdx. (3.2)

식 (3.2)의 형태로 나타난 기대 효용치를 몬테칼로 적분으로 계산하려면, 먼저 θ의 사전분포, p(θ)로부

터 θ(i)를 추출하고, x를 우도함수, p(x|θ(i), η)로부터 x(i)를 추출하는 과정을 n1번 반복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식 (3.2)에서 나타난 p(x|η)는 p(x|θ, η)의 기대치 또는 적분값으로 표
현되는 또 다른 형태의 몬테칼로 적분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p(θ)로부터 θ를 다시 한 번 추출하

고, 이를 θ(i,j)라 표현하여 n2번 반복하고 평균을 계산하면 x에 대한 주변확률분포를 얻을 수 있다. 이

를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p
(
x(i)
∣∣η) =

∫
Θ

p
(
x(i)
∣∣θ, η) p(θ|η)dθ =

1

n2

n2∑
j=1

p
(
x(i)
∣∣θ(i,j), η) . (3.3)

결국식 (3.2)에나타난기대효용치는식 (3.3)과함께다음과같이표현된다.

U1(η) ≈
1

n1

n1∑
i=1

log p
(
x(i)
∣∣θ(i), η)− log p

(
x(i)
∣∣η) . (3.4)

실험설계를 나타내는 각각의 η에 대하여 식 (3.4)에서 나타난 기대효용치를 계산하는 것은 n1의 반복을

통한 θ(i) 및 x(i)의 생성과 log p(x(i)|η)를 계산하기 위한 n2번의 몬테칼로 적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간

단한 계산은 아니다. 예를 들어, η에 대한 실험설계 유형이 1,000가지가 있고 n1과 n2를 10만번씩 반

복한다면, 최적설계를위하여 1013번의반복이요구되는과정을거쳐야하지만요즘의컴퓨팅기술로는
그리어려운계산은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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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Expected Utility with different priors, R matrix (k = 1)

4. 모의실험 연구

실험설계와 효용함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분산이 알려진 선형모형의 경우를 고려하여 보자.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x가 취하는 값이 −1에서 1사이에 있다고 가정하고, x값이 변하면서,

그리고 사전정보 행렬인 R행렬이 변하면서 기대 효용치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회귀모
형의 절편과 기울기를 나타내는 θ = (α, β)에 대한 사전분포의 분산이 각각 1이라고 가정하고, 공분산

이 0일 경우, 0.5일 경우, −0.5일 경우, 그리고 R행렬이 0에 가까운 경우와 0에 가까운 비정칙 행렬

일 경우, 마지막으로 사전적 정보가 없는 형태인 부적합 분포로 만들어진 0행렬을 가정하였을 경우, 식

(2.1)의 형태로 나타난 기대 효용함수가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았다. 적용된 R행렬을 정리

하면다음과같다.

R−1
1 =

(
1 0

0 1

)
, R−1

2 =

(
1 0.5

0.5 1

)
, R−1

3 =

(
1 −0.5

−0.5 1

)
,

R4 =

(
10−8 0

0 10−8

)
, R5 =

(
10−8 10−8

10−8 10−8

)
, R6 =

(
0 0

0 0

)
.

베이지안 최적 실험설계를 위한 기대 효용함수의 형태를 살펴보면 Figure 4.1과 같다. Figure 4.1을 살

펴보면 사전정보를 나타내는 R행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전분포의 중

심인 θ0를 0행렬로 가정하고 공분산이 0이라고 가정하는 경우는 (R1유형) η에 대한 x값의 설계가 0을

중심으로멀리떨어져있을수록큰값을갖는특징을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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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Expected Utility with different priors, R matrix (k = 2)

만일 R의 역행렬, 즉 θ에 대한 사전적 공분산행렬이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는 (R2와 R3유형) η에 대한 기대 효용함수의 형태가 매우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두 모수 θ = (α, β)에 대한 사전적 상관관계가 양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x의 값이 0으로부터

큰 값으로 설계될수록 기대 효용함수가 크게 나타나며, 반대로 θ = (α, β)가 사전적으로 음의 관계를 가
지고 있을 경우에는 x의 값이 0으로부터 작은 값으로 설계될수록 기대 효용함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을확인할수있다.

만일 R행렬이 0에 근사한 정칙행렬인 경우는 (R4유형) 대칭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R행렬이 0에 근사한 비정칙행렬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도 (R5유형) 공분산의 부호에 민감한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R행렬을 0행렬로 설정하여 무정보적 부적합한 사전분포로 설정하게 되면 (R6유

형), 기대 효용함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R6유형은 사실상 우도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비 베이지안 방법으로 표본의 크기가 1인 경우에는 적용해

서는안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만일표본의크기가어느정도크다면, 우도함수의영향력이커져서사후분포는사전분포에영향을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표본의 수가 작은 경우에는, 특별히 실험설계를 위하여 표본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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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전정보행렬인 R행렬의 역할은 매우 커지게 되며, 특별히 베이지안 접

근법에서 잘 알려진 비 베이지안 접근방법과 일치하는 무정보적 부적합 사전분포를 사용하는 것에는 세
심한주의가필요하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될것으로판단된다.

만일 표본크기를 증가시키면서 실험설계법을 적용하면,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까? 이러한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x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용함수의 변화를 관
찰하여보면 Figure 4.2와같이나타난다.

Figure 4.2는 두 모수의 공분산에 대한 사전적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k = 2 경

우에서 (x1, x2)로 설계된 η의 형태에 따라 기대효용함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4.2에서 나타난 사실을 요약하면, 최적 실험설계 η는 사전분포의 중심점 θ0 = (0, 0)로부터 멀

리 떨어진 설계 점들을 찾고 대칭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Figure 4.2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적인 사실은 무정보적 부적합 사전확률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변화

이다. 이 경우는, k = 1의 경우와 다르게, 안정적인 형태의 기대효용함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간단한선형모형을적용하였다는사실을감안할때, 선형모형의복잡도가증

가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효

용함수는급격하게안정적으로변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5. 결론 및 한계점

본연구에서는실험계획법분야에서매우중요하게활용될수있는, 하지만아직학문적으로나실용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간단한 모의실험을 통

하여 최적화된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어떠한 실험을 설계하

는 경우, 모수 또는 예측값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정보적 부적합 사전확률을 이용

하여 실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는 비 베이지안적 접근방법과 일치하게 된다. 이 경우, 모형의 복잡도

에 따라 다르지만, 표본의 크기를 적게 설정하고 접근하는 경우 베이지안 방법이나 비베이지안 방법 모
두 불안정한 설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모

수나 예측값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지만,

사전적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하고, 이러한 사전적 정보가 최종 결과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

치는 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선형모형을 가
정하고 사전분포가 최적화된 실험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전분포의 중심모수와 척도모수의

설정은 실험설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설정이며, 중심모수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만

들어진실험설계가최적화된실험설계에가깝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비선형모형의 경우 사전정보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실험설계를 찾는 베이지안 실험계획법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Tsutakawa (1972)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 Chaloner과 Larntz (1989) 연구
와 Sun 등 (1996)의연구를통하여제한적이지만비선형모형, 특별히로지스틱회귀모형에대한다양한
형태의 해결방법이 제안되었다. 또한 1990년 이후 소개된 몬테칼로 적분법 및 MCMC(Monte-Carlo

Markov Chain) 기법의 등장으로 최적화에 대한 문제는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선형모형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우도함수의 불안정성,

실험설계에 대한 사전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 근사적인 사후분포를 기반
으로 최적화된 실험설계를 찾을 경우 실제 최적화된 실험설계와 어느 정도 유사한 지에 대한 문제는 응

용 단계에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2000년이후획기적인연구성과가나타나고있지는않은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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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간단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최적화된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실험을 설계하는 경우 연구자는 관심있는 주제가 모수추정인지 아니면 예
측인지를 결정하고 사전확률과 우도함수를 기반으로 이에 맞는 사후확률을 찾아 효용함수와 결합하여 최적의 실험설

계를 찾는 것이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의 기본 원리이다. 만일 사전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정보적 부적합 사

전확률을 이용하여 실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는 비 베이지안적 접근방법과 일치하게 된다. 만일 모수나 예측값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베이지안 실험계획법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모형의 복잡도가 증가

하게 되면, 최적해를 찾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져서 극복해야 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므로 향후 많은 연구가 필
요한분야이다.

주요용어: 실험계획법, 베이지안분석, 베이지안의사결정론, 몬테칼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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