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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ld, Agresti-Coull, Jeffreys, and Bayes-Laplace methods are commonly used for confidence interval of bino-

mial proportion are applied for prediction intervals. We used coverage probability, mean coverage probability,

root mean squared error, and mean expected width for numerical comparisons. From the comparisons, we

found that Wald is not proper as for confidence interval and Agresti-Coull is too conservative to differ

from confidence interval. However, Jeffrey and Bayes-Laplace are good for prediction interval and Jeffrey is

especially desirable as for confidence interval.

Keywords: Binary data, prediction interval, coverage probability, mean coverage probability, root mean

squared error, mean expected width.

1. 서론

이항자료에 대한 통계적 추론에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과 함께 예측구간(prediction inter-

val)에 대한 문제는 많은 관심거리이다. 신뢰구간은 미지 모수에 대한 추정인 반면에 예측구간은 과
거의관측결과를바탕으로미래관측에대한예측이다.

예측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항비율 p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항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일반적으로 대표본 정규근사를 이용한 Wald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표본이 적거
나 이항비율 p가 0.5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Wald 방법에 의한 신뢰구간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gresti와 Coull, 1998; Brown 등, 2001, 2002; Ryu와 Lee, 2006; Ryu, 2009). 더욱이

Wald 방법은 X = 0 (또는 X = n)인 경우 신뢰구간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항비율 p가 0이

나 1에근접한경우포함확률이매우낮게된다. 이러한경우에대해서 Agresti와 Coull (1998), Brown

등 (2001), 그리고 Ryu (2010, 2011) 등은 대체방법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극단값의 조정을 통
해신뢰구간의포함확률이개선됨을보여주고있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관심 특성인 미지 모수에 대한 추정 결과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예
측결과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측구간도 Wald의 신뢰구간 추정방법을 근거로 정규근사를 이용한
Nelson (2004)의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뢰구간에서와 같이 예측구간에도 포함확률이 명목수준
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측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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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측구간에서도 사전 관측결과가 없는 경우 미래 관측에 대한 예측구간을 구
하는것이문제가된다.

일반적으로 희귀질병에 대한 병리 검사결과 양성반응, 새로운 치료약에 대한 부작용 발생률, 비행기의

추락 확률, 제품의 불량률 등은 발생률이 매우 낮다. 그래서 임상실험이나 검사 결과에서 관심 특성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 Nelson (2004)에 의한 이항자료에 대한 예측구간은 얻을 수 없다. 즉, B(n, p)에서

관심특성에대한사전관측값을 X라할때 X = 0이면 p에대한 MLE가 0이되므로미래발생에대한

예측구간을 구할 수 없다. 또한 Wald를 기반으로 한 Nelson (2004)의 예측구간은 Figure 4.1, Figure

4.2, 그리고 Table 4.1에서와 같이 사전 관측수가 적거나 이항비율 p가 0이나 1 근처일 때 포함확률이
매우낮게된다. 그리고평균포함확률도명목수준에크게못미치고, 사전관측수가적을경우평균제곱
오차의 제곱근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 크다. 따라서 사전 관측수가 적거나 이항비율 p가 0(또는 1)에 가

까울경우 Nelson 예측구간에대한보완및대체가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심 모수값이 작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나 관심특성에 대한 사전 관측값이 없는
상태에서도 적합한 예측구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항비율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에서 X =

0인 경우에도 p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Agresti-Coull 방법과 이항모수에 대한 사전분포로 무정보적사전

분포(noninformative prior)를이용한 Jeffrey와 Bayes-Laplace 방법을사용한다.

논문의 구성은 2절에서는 예측구간에 적용할 방법들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신뢰구간 추정에서와 마찬
가지로 예측구간의 선정을 위한 기준들을 다룬다. 그리고 4절에서는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포함확률과 평균포함확률,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 그리고 평균기대폭들을 계산하여 수치적 비교
를한다.

2. 예측구간

통계적 추론에서 예측구간은 이미 관측된 자료를 이용해서 임의의 확률을 갖고 미래의 관찰값들이 포
함될 구간에 대한 추정이다. 예측구간이 개개의 미래 값들의 분포를 예측하는 반면에, 신뢰구간(또는

credible interval)은미지의모수값을추정하는것이다.

사전 관측값과 독립인 미래의 관측값에 대한 예측구간은 신뢰구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포
함확률이 명목수준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예측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학자들에 의
해서 시도되었다. 사전관측분포와 미래관측분포가 정규분포인 경우는 물론 미지 분포의 경우도 다양
하게 다루고 있다. 가능하면 명목수준에 근사한 포함확률을 갖는 예측구간을 구하는 방법들을 Hall과

Rieck (2001), Vidoni (2009), Yu와 Ally (2009) 등이 다루고 있다. Yu와 Ally (2009)는 Box-Cox

정규변환(normal transformation)방법과 지수분포변환(exponential distribution transformation)방법

을 사용하여 예측구간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지수분포변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예측구간의
포함확률이 Hall과 Rieck (2001)의 포함확률보다 명목수준에 더 근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Wang

(2008)은 포함확률이 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포함확률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최소포함확률

을 구하고, 이들로부터 포함확률을 보수적이나마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히 표본이 작

은 경우 정규근사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예측구간이 부정확해져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수공간의 값을 유도하여 최소포함확률과 평균포함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베이지안 관점에서도 다루었다. 또한 예측구간의 포함확률이 명목수준에 근사하도록 개선된 예측구간
을제안하였다.

이항자료에서 관심 특성에 대한 사전 관측값이 0이라는 것은 추정하고자하는 이항비율이 0이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실험이나 시행에서 얻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실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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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서는 언제든지 관찰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들의 관심은 현재 관심 특성에 대한 관측값이 없는 상
태에서도미래의관측에대한추정이다. 즉, 미래관측에대한예측구간을구하는것이다.

이항자료의예측구간은초기하분포를이용하여구할수있으나계산이매우번거롭다 (Hahn과 Meeker,

1991). 그래서 정규근사를 이용한 Nelson (2004)의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즉, X1, X2, . . . , Xn을

B(n, p)인 이항분포로부터의 과거의 표본이라 하고, Y1, Y2, . . . , Ym을 같은 분포로부터 크기 m인 미

래의 표본이라 하자. 여기서 p는 미지 모수이다. 미래의 표본은 과거의 표본과 독립임을 가정한

다. 사전에 관측된 X를 바탕으로 미래에 관측될 Y에 대한 대표본근사 100(1 − α)% 양측예측구간
[L(X), U(X)]은다음과같다.

Ŷ ± zα
2

√
mp̂(1− p̂)(m+ n)

n
(2.1)

여기서, Ŷ = mp̂ = m(x/n), V (Ŷ − Y ) = mp̂(1 − p̂)(m + n)/n, 그리고 zα/2는 표준정규분포의
(1− α/2) 분위수이다.

2.1. Agresti-Coull 방법을 이용한 예측구간

식 (2.1)의 예측구간은 과거에 관측된 값을 이용한 p의 추정값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항비율 p가 작을

때 과거에 관측된 값이 없는 경우(즉, X = 0)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X = 0일 때는 p에

대한 최우추정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구간을 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평균)포함확률이나 신

뢰구간의 기대폭도 계산할 수 없다. 하지만 사전 관측값이 없어도 p에 대한 추정값을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는 p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에 아주 유용한 Agresti-Coull(AC)의 방법을 사용한

다.

이항비율 p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에서 p가 0이나 1에 근사한 경우 기존의 Wald 신뢰구간은 적절치 않
고 대체신뢰구간의 사용이 필요함을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신뢰구간 중에서 AC 방

법이 편리성과 효율성면에서 좋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AC 방법은 X = 0인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Wald 신뢰구간에서 n대신에 n∗ = n + 4, p대신에 p̂AC = (X + 2)/(n+ 4)를 사용한다. 그
러면예측구간식 (2.1)은다음과같이된다.

Ŷ ± zα
2

√
mp̂AC(1− p̂AC)(m+ n+ 4)

n+ 4
, (2.2)

여기서, Ŷ = mp̂AC = m(x+ 2)/(n+ 4).

2.2. 사전분포를 이용한 예측구간

이항비율 p가 작거나 관측값이 없는 경우 모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한 베이지안 방법이 유용하다
(Geisser, 1984; Winkler 등, 2002; Tuyl 등, 2008). 이항비율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에 p에 대한 사전

분포로 베타분포족의 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Jeffrey’s prior, Beta(1/2, 1/2)와 Bayes-Laplace prior,

Beta(1, 1)을 사용한다 (Tuyl 등, 2009). 두 사전분포로부터 사후분포를 구하고 사후평균을 p의 추정치

로사용하여예측구간을구한다. 사전관측값 X가이항분포, B(n, p)를하고모비율 p의사전분포가베

타분포, Beta(a, b)를 하는 경우 사후분포도 같이 베타분포, Beta(a + X, b + n − X)를 하므로 이들의

사후평균은 (a+ x)/(a+ b+ n)이 된다. 따라서 사전분포로 Jeffrey와 Bayes-Laplace(BL)를 사용하여

사후평균을 p에 대한 추정치로 사용하면, p̂J = (x+ 0.5)/(n+ 1)와 p̂BL = (x+ 1)/(n+ 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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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gresti-Coull이제시한경우와유사하다. p에대한추정치로 p̂J와 p̂BL을사용하여예측구간을
구하면각각다음과같다.

Ŷ ± zα
2

√
mp̂J(1− p̂J)(m+ n+ 1)

n+ 1
(2.3)

여기서, Ŷ = mp̂J = m(x+ 0.5)/(n+ 1).

그리고

Ŷ ± zα
2

√
mp̂BL(1− p̂BL)(m+ n+ 2)

n+ 2
(2.4)

여기서, Ŷ = mp̂BL = m(x+ 1)/(n+ 2).

3. 평가기준

이항비율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발생할 관측 결과에 대한 예측구간을 구하는
방법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장 적합한 예측구간을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평
가기준들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포함확률이다. 포함확률은 예측구간에 미래 발생할 관측결과가
포함될 확률로 포함확률이 명목수준에 최대한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 포함확률을 모든 모수공간에

대해 평균한 평균포함확률이 널리 사용된다. 또한 포함확률이 명목수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가

를 나타내는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도 중요한 척도이다. 그리고 포함확률을 보안해주기 위해서 예측구
간의상한과하한의차이인기대폭을모든모수공간에대해평균한평균기대폭도사용된다.

3.1. 평균포함확률

미래 관측결과에 대한 예측구간에 실제 관측값이 포함될 확률을 포함확률(coverage probability; CP)이

라한다. 정규근사이론에의한예측구간에대한포함확률은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CP =

n∑
x=0

m∑
y=0

I(y, x, p)

(
n

x

)
px(1− p)n−x

(
m

y

)
py(1− p)m−y, (3.1)

여기서 I(y, x, p)는 X = x일 때의 예측구간이 Y = y를 포함하고 있으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포함확률은 n, m과 p의 함수이고 모든 X와 Y값에 대해 계산된다. 이러한 포함확률을 모수의 전 구간
에 대해 평균한 평균포함확률(mean coverage probability; MCP)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평

균포함확률은다음과같이구한다.

MCP =

∫ 1

0

CPf(p)dp, (3.2)

여기서 f(p)는모비율 p에대한밀도함수로균등분포를사용한다.

3.2.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

한편 포함확률이 명목수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다음과 같은 평균제곱오차
의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RMSE)을사용한다.

RMSE =

√∫ 1

0

(CP− α)2dp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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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균기대폭

포함확률은예측구간의상한과하한의폭에의존하는데, 폭이넓으면포함확률이커지고반대로폭이좁

으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측구간의 폭이 너무 넓으면 포함확률은 커지지만 예측의 의미는 없게 된
다. 따라서 포함확률이 명목수준에 근사하면서도 예측구간의 폭이 가능한 한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예

측구간의상한과하한의차(w(y, x))에의한기대폭(expected width; EW)은다음과같이구한다.

EW =

n∑
x=0

m∑
y=0

w(y, x)

(
n

x

)
px(1− p)n−x

(
m

y

)
py(1− p)m−y. (3.4)

예측구간의 기대폭을 모든 모수공간에 대해 평균한 평균기대폭(mean expected width; MEW)은 다음

과같다.

MEW =

∫ 1

0

EWdp. (3.5)

4. 수치적 비교

3절에서 다룬 예측구간을 구하는 네 가지 방법들(Wald, AC, Jeffrey, BL)을 통계패키지 R(Ver.

3.0.1)을사용하여수치적으로비교하였다. 과거와미래의관측값 X와 Y가독립이면서각각 B(n, p)와

B(m, p)인 분포를 할 때, 미래 관측값 Y에 대한 예측구간은 식 (2.1)∼식 (2.4)에서와 같이 n,m, 및 사

전 관측값 X = x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사전 관측수 n이 작은 경우에서부터 어는 정도 큰 경우를 고려

하고, 또한 미래의 관측수 m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m = 5일 때 n = 5, 10, 30, 50인 경우

와 n = 30일때 m = 5, 10, 30인경우로나누어살펴본다.

Figure 4.1과 Table 4.1은 미래 관측수 m = 5이고 사전 관측수 n이 다양한 경우에 Wald, AC, Jeffrey,

그리고 BL의 CP, MCP, RMSE,그리고MEW를나타내고있다. Figure 4.1에서Wald의 CP는명목수

준에 크게 못 미치며 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AC의 CP는 p의 전 구간에서 명목수준을 초과하여 보수적
이다. 반면에 Jeffrey와 BL의 CP는 명목수준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히 n이 작은 경우 Wald나 AC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Table 4.1에서도 Wald의 MCP는 명목수준 0.95에 크게 못 미치지만 AC의

MCP는 명목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Jeffrey와 BL의 MCP는 명목수준에 가깝다. n이 증가하

면 AC(보수적임)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의 MCP는 명목수준에 근사하다. RMSE는 Wald가 가장 크고

BL이 가장 작지만 n이 증가하면 차이는 미미해 진다. 또한 MEW는 Wald가 가장 작고 AC가 가장 크

다. Figure 4.2와 Table 4.2는 n = 30이고 m = 5, 10, 30인 경우이다. 사전 관측수 n의 변화와는 달리

n이 어느 정도 크면 미래의 관측수 m이 달라도 CP와 MCP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Wald의

경우는 m이 증가할수록 MCP는 명목수준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또한 RMSE도 증가하고 있다. 나머지

세가지방법들의 MCP와 RMSE의변화는아주미미하다.

이상의수치적비교에의하면, Wald 방법은신뢰구간에서뿐만아니라예측구간에서도적절치않다. 특

히, 사전 관측수 n이 작거나 미래의 관측수 m이 증가할수록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AC 방법은 신뢰구
간추정에는널리추천되지만예측구간에서는 CP와 MCP가명목수준을초과하여너무보수적이다. 그
러나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Jeffrey와 BL은 대부분의 경우 바람직하다. 특히 Jeffrey는 신뢰구간의 경
우에서와마찬가지로예측구간에서도가장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이항자료에 대한 예측구간의 문제를 다루었다. 과거와 미래의 관측값 X와 Y가 독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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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Coverage probabilities for the nominal 95% prediction intervals obtained by Wald, AC, Jeffrey, and

BL with m = 5 and differen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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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overage probabilities for the nominal 95% prediction intervals by Wald, AC, Jeffrey, and BL with

n = 30 and differen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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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A Comparison of MCP, RMSE, and MEW for the nominal 95% prediction intervals obtained by Wald,

AC, Jeffrey, and BL with m = 5 and different n.

n 5 10 30 50

Wald 0.825294 0.905065 0.942306 0.947940

MCP
AC 0.974495 0.979374 0.966568 0.963440

Jeffrey 0.956475 0.958332 0.949247 0.947940

BL 0.959358 0.958332 0.953914 0.957672

Wald 0.138357 0.060324 0.032297 0.032681

RMSE
AC 0.042250 0.045135 0.037332 0.035431

Jeffrey 0.044722 0.034555 0.030650 0.032681

BL 0.039387 0.034555 0.031634 0.031841

Wald 2.823567 2.969138 2.989799 2.978495

MEW
AC 4.184254 3.778740 3.312270 3.182248

Jeffrey 3.621809 3.337099 3.101700 3.043614

BL 3.904620 3.528324 3.181675 3.094261

Table 4.2. A Comparison of MCP, RMSE, and MEW for the nominal 95% prediction intervals obtained by Wald,

AC, Jeffrey, and BL with n = 30 and different m.

m 5 10 30

Wald 0.942306 0.930245 0.909648

MCP
AC 0.966568 0.963417 0.963266

Jeffrey 0.949247 0.947357 0.946433

BL 0.953914 0.960605 0.956201

Wald 0.032297 0.040461 0.070205

RMSE
AC 0.037332 0.037218 0.037004

Jeffrey 0.030650 0.034009 0.032500

BL 0.031634 0.034690 0.034428

Wald 2.989799 4.903482 11.00499

MEW
AC 3.312270 5.400669 11.92703

Jeffrey 3.101700 5.077403 11.34459

BL 3.181675 5.199970 11.57518

면서 각각 B(n, p)와 B(m, p)인 분포를 할 때, 과거의 관측값을 기반으로 Y에 대한 예측구간에 관한
것이다. 이항비율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은 일반적으로 Wald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Wald의 신뢰구
간은 표본수가 크지 않고 이항비율 p가 0.5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Agresti-Coull이 제안한 방법과 이항비율 p에 대한 사전분포를 이용한 베이지안 방법

들이 사용된다. 특히 무정보적사전분포를 이용한 Jeffrey와 Bayes-Laplace가 빈도학파들에게도 선호된

다.

미래 관측값에 대한 예측구간은 이항비율의 추정값 p̂에 영향을 받으므로 앞에서도 언급한 네 가지 이

항비율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예측구간은 사전 관측수 n과 미래의 관측수
m의 함수이므로 이들의 변화에 따라 예측방법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비교하였다. 예측구간의 평가는 신
뢰구간선정의주요기준인포함확률(CP), 평균포함확률(MCP), 평균제곱오차의제곱근(RMSE), 그리
고평균기대폭(MEW)을사용하였다.

수치적 비교결과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Wald 방법은 신뢰구간에서 뿐만 아니라 예측구간을
구하는 데에도 적절치 않다. 특히, 사전 관측수가 적은 경우 평균포함확률이 명목수준에 크게 못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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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도 크다. 그리고 AC 방법은 신뢰구간 추정에 간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널
리 추천되지만 예측구간에서는 포함확률과 평균포함확률이 명목수준을 초과하여 너무 보수적이다. 그
러나 베이지안 방법에 의한 Jeffrey와 BL은 대부분의 경우 바람직하다. 평균포함확률이 명목수준에 근
사하고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도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Jeffrey는 신뢰구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측구간에서도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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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뢰구간추정에널리사용되고있는 Wald, Agresti-Coull, 그리고베이지안방법인 Jeffrey와 Bayes-Laplace를예

측구간에 적용하였다. 네 가지 방법의 수치적 비교를 위해서 포함확률, 평균포함확률,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 그리
고 평균기대폭을 사용하였다. 비교결과 Wald 방법은 신뢰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측구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았
고 신뢰구간에서 선호되던 Agresti-Coull 방법은 예측구간에서는 너무 보수적이라 적절치 않다. 반면에 Jeffrey와

Bayes-Laplace 방법은 적절하였고, 특히 Jeffrey 방법은 신뢰구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측구간에서도 바람직
하였다.

주요용어: 이항자료, 예측구간, 포함확률, 평균포함확률, 평균제곱오차의제곱근, 평균기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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