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s
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며, 어떠한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최소
의 실험회수에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계획하는 것

목적:
어떤 요인이 특성치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있는가를 파
악하고, 그 영향이 양적으로 어느정도 큰가를 알아보기 위하
여 (검정과 추정의 문제)
취급된 인자들로는 설명이 안되는 오차변동은 어느정도 큰가
를 알아내기 위하여 (오차항 추정의 문제)
인자들의 어떠한 수준에서 가장 바람직한 특성치를 얻을 수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최적조건의 결정문제)



실험계획에서 범하기 쉬운 과오

교호작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번에 한 인자씩 실험하
는 과오

실험순서를 랜덤화하지 못한 과오

한정된 조건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과오

실험오차를 생각하지 않는 제1종 과오

유의수준에 융통성을 못주어서 발생되는 제2종 과오

단편적 정보를 잘못 이용하는 과오



1. 한 번에 한 인자실험

• 수율을 최대로 하는 최적공정조건을 찾
는 실험

• 인자: 반응온도(A), 반응시간(B)
• 수준:

A1=70C, A2=75C, A3=80C, A4=85C
B1=40min, B2=44min, B3=48min

• 현조건: 
A1B1, 수율 91.5%



반응시간의 영향 (A1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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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온도의 영향 (B1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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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건: A3B1, 수율=91.5+1.3+1.5=94.3 (?)



반응온도의 영향 (B3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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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배치 실험결과

92.392.693.192.8B3

94.093.892.992.2B2

92.893.091.991.5B1

A4A3A2A1

최적조건: A4B2, not A1B3 nor A3B1 nor A2B3

두개의 인자가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 (교호
작용)



2. 실험순서의 랜덤화
• 두 가지 설계패턴의 비교

• A1은 지난주, A2는 이번주에 실시되었다면

• 실험자의 숙련도, 원료의 품질 등이 데이터를 왜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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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조건의 결과를 확장

• A인자 실험 70~80C에서 실시

• A인자가 특성치에 주는 영향관계는 위의 범위
에서만 유효함

• 60~90C에서도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은 잘못

• 실험결과의 해석은 데이터가 얻어진 주변에서
만 유효함



4. 실험오차의 고려 (제1종 과오)

• 두 가지 생산방식의 차이

• 강도데이터
방식 I: 7,8,9,10,11 (평균 9.0)
방식II: 8,9,10,10,11 (평균 9.6)

• 실험오차등으로 데이터에 산포가 발생한 것임

• 평균이 높다고 방식II가 좋다고 말할 수 없음

• 제1종 과오: 유의차가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것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



5. 유의수준에 융통성을 못주어 발생하는
제2종 과오

• 분석결과, 인자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못함

• 이를 그 인자가 유의하지 않고 따라서 수준간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위험

• 유의수준 10%, 20%에서 유의할 수 있음

• 제2종 과오: 유의차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
(틀린 것을 맞다고 하는 것)



6. 단편적 정보를 잘 못 이용하는 과오

• 개인의 경험으로 인한 선입관이 전체를
못보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실험계획이
짜여질 수 있음

• 편견없는 지식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인자를 선정하여야 함



실험계획법의 순서

1. 실험목적의 설정
• 실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

2. 특성치 선택
• 특성치를 2 개이상 선택해햐 하는 경우도 있음

3. 인자와 인자수준의 선택
• 실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인자를 선택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자의 수준은 포함

• 수준수는 2~5수준이 적절



4. 실험의 배치와 실험순서의 랜덤화

5. 실험실시
6. 데이터 분석

• 어떠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할지 결
정

• 결측치는 가능하면 재실험 하는 것이 좋으나,
결측치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7. 분석결과의 해석과 조치
• 주어진 조건 내에서만 결론

• 재현성실험
• 결과에 대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