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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통계적 추리는 표본 자료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통계적 추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최근 통계교육연구에서 비형식적 통계

적 추리(ISI라고 명명함)는 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선행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이 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배우기 전에 조기부터 ISI에 대한 학습을 반복적이고 점

진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매력적인 과제

와 교사의 적절한 안내가 제공된다면 어린 아이들도 ISI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까지 ISI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편으로, ISI의 의미와 그 본질을 이

론적으로 밝히는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그들이 사용하는 ISI 전략을 확인하고 그들의 ISI의 발달을 지원하는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ISI를 지도

하는데 필요한 교사지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지식 이론에 따르면, 교사가 가진 교과지식은 학생의 학습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는 교과지식을 철저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

다. 또한, 교사가 교과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학생이 배울 지식보

다 더욱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사지식에 대한 이러

한 논의는 ISI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학생들에게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통계지식(SKTi

라고 명명함)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ISI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수학 및 통계교육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사지식 연구를 살

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다음

과 같이 변형적 관점의 여섯 가지 SKTi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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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i-GP. ISI는 형식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 더 넓은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일반화를 도출하는 

과정임을 인식한다.

SKTi-PL. ISI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확률적 언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SKTi-SV. ISI의 불확실성은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SKTi-DE. ISI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 대신 기술통계를 통해 자료에서 

얻은 증거로부터 뒷받침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SKTi-AP. ISI에서는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이용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

면을 통합시켜 추론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SKTi-CK. ISI에서는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한다

는 것을 인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집단의 예비초등교사들을 사례로 선정한 다음,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ISI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그들이 가진 SKTi를 측정하

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주

어진 두 표본 자료의 비교에만 주목하고 그 이상을 추리하지 못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표집변이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반면, 자신의 추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추리를 뒷받

침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보다 주어진 표본 자료에서 나온 정

보를 증거로 삼아 추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자료의 전체적 속성보다 극단적인 값에 주목하

고 단일 측면의 비교기준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

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ISI 과제를 해결할 때 암묵적으로 통계적 지

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었다. 특히, 과제의 맥락이 실

제적이고 익숙할수록 두 가지 출처의 지식의 통합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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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사전검사 결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에게 부족한 

SKTi를 보완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

인된 교수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한 다음, 사전검사와 동일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교수실험을 수행하고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맥락의 구체적인 모집단을 조사해보는 수업 활동은 

SKTi-GP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또한, 표집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탐색적 

자료분석 활동은 SKTi-SV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한편, 많은 연구참여자

들이 수업 활동에 참여한 이후 표집변이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추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달하는 확률적 언어 수준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그다음, 표집을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는 수업 

활동은 SKTi-DE의 개발을 촉진시켰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표집변이성보다 대표성 전략에 의지함에 따라 자신의 추리의 한계를 전

달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한 탐색

적 자료분석 활동과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해보는 수업 활동은 

SKTi-AP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문

제 단계에서 설정한 통계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예상해보는 활동은 

SKTi-CK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주요어 : 통계적 추리,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ISI),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SKTi), 예비초등교사   

  학  번 : 2015-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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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부를 통해 전체를 추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 활동이다. 

사람들이 통계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표본 자료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통계적 추리

(statistical inference)는 전체 중 일부 자료만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 불확

실하지만 증거에 기반을 둔 주장을 세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통계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Makar & Rubin, 2009). 이에 따라 여러 국가의 교육

과정문서에는 통계적 추리를 필수 학습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15;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4;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2010;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Ministry of Education, 2009 등). 예컨대,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수학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분포와 통계적 추정이라는 내용 요소

로 통계적 추리를 다루고 있다(교육부, 2015). 

여러 통계교육문헌에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통계적 

추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

다(우정호, 2000, 2017; Garfield & Ben-Zvi, 2008; Liu, 2005; Kaplan; 2006; 

Saldanha & Thompson, 2002; Shaughnessy, 2007; Wild, Pfannkuch, Regan, 

& Horton, 2011; Wilkerson & Olson, 1997). 여러 연구자들은 확률 이론 

및 형식적인 절차에 기반을 둔 현재의 교육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 개념을 이해하도록 지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민진원, 2010; 우정

호, 2000, 2017; Chance, delMas, & Garfield, 2010; Jones, Lipson, & 

Phillips, 1994; Meletiou-Mavrotheris, Lee, & Fouladi, 2007). 또한, 거의 모

든 통계과정 및 통계 교과서에서는 전반부에 기술통계와 확률 이론이 소

개되고 후반부에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개념들이 집약적으로 짧게 소개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단번

에 통합하여 이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Chance et al., 2010; Garfield 

& Ben-Zvi, 2008). Garfield & Ben-Zvi(2008)는 통계적 추리를 배우기 전

에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학습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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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태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형식적인 통계

적 추리를 배우기에 앞서 통계적 추리에 대한 비형식적 감각(informal 

sense)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들

이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통계과정의 초반부터 반복

적이고 점진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구나영, 탁병주, 강

현영, 이경화, 2015; Garfield & Ben-Zvi, 2008; Pfannkuch, Wild, & 

Parsonage, 2012; Pratt & Ainley, 2008).  

최근 들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공학도구의 유용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제 자료(이경화, 2016) 및 통계적 조사과정(Wild & 

Pfannkuch, 1999)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자료 시각화 도구(예. Fathom, TinkerPlots)의 개발은 과거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통계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Makar & Rubin, 2009). 이러한 통계교육의 변화에 따라, Makar & 

Rubin(2009)은 대상으로서의 통계(통계량, 그래프, 절차)를 가르치는 데 

주목하는 대신 과정으로서의 통계(통계적 사고 및 추론)에 초점을 맞춰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Bakker & Derry(2011)는 통계를 지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은 

통계적 개념들을 단편적으로 가르치는 대신 전체적인 “추리주의 접근방

식”(p.9)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Brandom의 추리주의

(inferentialism) 철학으로부터 통계교육을 위한 세 가지 교훈을 도출하였

는데, 그 첫 번째는 보통 개념은 표현(representation)을 통해 이해되는 것

이 아니라 이유를 묻고 근거를 제시하는 사회적 실행 속에서 우리가 추

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의 역할을 통해 이해된다는 것이다. Bakker & 

Derry(2011)는 개념의 이해에 대한 Brandom의 견해를 표현에 비해 추리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였다. 둘째, Brandom은 개념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원자론(atomism)보다는 전체론(holism)1)에 특권을 부여해야 

1) Bakker & Derry(2011)는 학교통계의 주요 문제로 통계가 서로 분절되고 파편
화된 지식으로 지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래 통계 개념은 맥락에서 비롯하
여 서로 관련을 맺으며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통계를 학습할 때 개념을 
원자화하는(atomizing) 접근방식은 전체적인(holistic) 접근방식과 대조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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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Bakker & Derry는 앞서 Brandom의 두 가지 철

학적 교훈을 토대로 추리주의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표현주의 

접근에 비해 추리주의 접근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개념들을 형식적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와 교육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비형

식적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권고와 더불어, 대상으로서의 통

계를 단편적으로 가르치는 대신 과정으로서의 통계에 초점을 맞춰 전체

적인 추리주의 접근방식으로 통계교육과정을 재조직할 필요성이 제기됨

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방식으로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 대

한 논의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Bakker & Derry, 2011; Makar & Rubin, 

2009; Zieffler, Garfield, delMas, & Reading, 2008).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간단히 개관하면, 1999년 

이래로 통계교육연구 관련 국제회의(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Research on Statistical Reasoning, Thinking, and Literacy(SRT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ing Statistics(ICOTS), US Conference on 

Teaching Statistics(USCOTS) 등)에서 통계적 추리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1999

년 Joan Garfield와 Dani Ben-Zvi에 의해 출범한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Research on Statistical Reasoning, Thinking, and Literacy 포럼이 2년에 

한 번씩 개최됨에 따라 통계교육연구공동체내에서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초기에 이 포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통계

적 추론을 다루었으나, 2005년 포럼에서 초기 단계의 학생들은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학습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2007년

에 개최된 제5차 포럼에서는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핵심 논제로 다루

었다(Ainley & Pratt, 2007; Bakker et al., 2008; Pratt & Ainley, 2008; 

들은 통계적 추론에 초점을 맞춰 통계 개념의 전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학
생들의 비형식적 추리를 개발할 때 맥락을 고려하게 하는 것이 통계적 소양
의 발달을 도모하고 실제 상황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대응해나갈 수 있게 한
다고 주장하였다.



- 4 -

Reading, 2007; Rossman, 2007, 2008; Zieffler, delMas, Garfield, & Gould., 

2007). 이 포럼에서,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료와 가능성의 연결 및 표집 행동(sampling behaviour)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으로 진행되었다(Konold & Kazak, 

2008). 또한 2011년 포럼에서는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맥락 요

소에 중점을 두고 표본과 표집에 대한 추론을 발달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Gil & Ben-Zvi, 2011; Madden, 2011; Makar 

et al., 2011; Pfannkuch, 2011).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 대한 연구의 흐름에서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

된 기본적인 가정은 학생들이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 익숙해진다면 이

후에 학습할 통계적 추리의 개념 및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것이다. 이들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주요 관심사는 학생들

이 자신의 사전지식을 활용하여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 접근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예컨대, Zieffler et al.(2008)의 연구에서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에서 학생들의 사전지식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p.42)라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 이래로, 여러 연구자들은 비형

식적 통계적 추리의 핵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

시켜 연구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하였다(Bakker & Derry, 

2011; Ben-Zvi, Aridor, Makar, & Bakker, 2012; Ben-Zvi, Bakker, & Makar, 

2015; Braham, Ben-Zvi, & Aridor, 2013; Dierdorp, Bakker, van Maanen, & 

Eijkelhof, 2016; Makar, 2014, 2016; Makar et al., 2011; 

Meletiou-Mavrotheris & Paparistodemou, 2015; Watson & English, 2016). 이

러한 다양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

하면 자신의 사전지식에 의지하여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 접근하도록 

만들 수 있다.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는 주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기술통계에서 

추리통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대안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간주

되었지만(Garfield, Le, Zieffler, & Ben-Zvi, 2015; Zieffler et al., 2008), 최

근에는 어린 아이들과 비전문가들에게도 적법한 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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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kker et al., 2008; Ben-Zvi, 2006; Makar, 2014; Meletiou-Mavrotheris 

& Paparistodemou, 2015). NCTM(2000)에서 제시한 ‘학교수학을 위한 원리

와 규준(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과 미국통계협회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이하 ASA)에서 2005년에 출간한 ‘통계 

지도와 평가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Assessment and Instruction in 

Statistics, 이하 GAISE로 표기함) 보고서에서는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

들의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 대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NCTM(2000)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자료에서 얻

은 정보에 기초하여 추리와 예측을 만들고 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실제로 경험한 사건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거나 가능성이 낮다는 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

- 자료에 기반을 두고 결론과 예측을 만들어내고 정당화해보며, 도출한 결

론 또는 예측을 더 조사해보기 위해 조사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 표본을 추출한 원래 모집단에 대해 추측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표본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진 모집단에서 표본 통계량의 변이성을 탐색하고 표집분포를 구

성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위한 근거로 표본 통계량이 모수의 참값을 반영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표집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의 통계교육을 위한 지침

을 제공한 GAISE 보고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설정된 통계적 질문에 답

하기 위해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도출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고 주장

하였다(Franklin, Kader, Mewborn, Moreno, Peck, Perry, & Scheaffer, 2005). 

한편, 최근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초반부터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 접

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인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를 

지도할 교사의 전문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De 

Vetten et al., 2018a, b, 2019). 이들에 따르면, 교사가 비형식적 통계적 추

리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배울 내용 그 이상의 지식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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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몇몇의 연구 문헌에서는 예비교사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

을 보고한 바 있다(탁병주, 고은성, 지영명, 2017; Batanero & Díaz, 2010; 

De Vetten et al. 2018a, b; Leavy, 2010; Huey, 2011; Pfannkuch, 2006b). 또

한, 여러 연구에서는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이 통계적 추리의 이해에 바

탕이 되는 기본적인 통계 개념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고은성, 이경화, 2010, 2011; 신보미, 2018; 이종학, 2014; 지영명, 

유연주, 2019; 탁병주, 2017; De Vetten et al., 2018a, b; Groth & 

Meletiou-Mavrotheris, 2018; Leavy, 2006, 2010; Liu & Thompson, 2007). 예

컨대, De Vetten et al.(2018a)은 예비교사들이 표집변이성과 같은 추리에 

대한 불확실성의 표현과 관련된 통계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Garfield & Ben-Zvi(2008)는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이 통계적 추리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는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이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들에 대해 매우 제

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

요한 통계지식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anada, 2006; De Vetten 

et al., 2018a, b; Meletiou-Mavrotheris, Kleanthous, & Paparistodemou, 2014; 

Mooney, Duni, VanMeenen, & Langrall, 2014; Watson, 2001).  

최근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 대한 연구는 대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부터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주목한 반면, 교사 또

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Ben-Zvi et al., 

2015; De Vetten et al., 2018a). 통계적 추리를 학습하기 위한 선행 단계

로서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가 교육과정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포함

된다면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이에 따

라,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통계지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철저히 준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

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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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통계지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교사지식의 개발

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의미와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

고,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통계지

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다음, 한 집단의 예비초등교사들을 사례로 선

정하여 그들이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지식

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교수적 자원을 예비초등교

사교육에 적용하였을 때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이 

어떤 측면에서 발달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로부터 예비교사교육을 위해 

사용한 교수법이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의 개발에

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연구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2.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통계지식은 무엇

인가? 

3. 예비초등교사는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을 갖추

고 있는가? 

4. 학생들의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교수학습방

법을 예비초등교사교육에 적용하였을 때, 예비초등교사의 통계지식

은 어떤 측면에서 발달되는가?  

Ⅱ장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해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의미와 그 역사

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구성 요소를 검토한

다. Ⅲ장에서는 수학교육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교사지식 이론을 바탕으

로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Ⅱ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교수학적 분석을 통해 비형식적 



- 8 -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을 구체화한다. Ⅳ장에서는 한 집단의 

예비초등교사들을 사례로 선정한 다음,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비

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은 어떤지를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계교육연구에서 학생들의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교수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한 다음, 

교수실험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

를 위한 예비초등교사의 통계지식이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를 촉진시키는 교수적 요인들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

구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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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적 추리와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1. 통계적 추리

1.1. 통계적 추리의 의미

통계학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계적 추리’2)라는 용어는 추

정(estimation) 및 가설검정(hypothesis testing)과 같이 형식적 방법을 사용

하여 추리하는 과정으로 간주된다(Makar & Rubin, 2018). 하지만, 연구자

들마다 통계적 추리라는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으로, 통계적 

추리라는 용어는 추리통계(inferential statistics)와 관련된 개념 및 아이디

어를 포함하는 내용 영역을 지칭한다(Park, 2012; Sotos et al., 2007). 예컨

대, Park(2012)은 통계적 추리를 표집분포, 신뢰구간, 가설검정과 같이 형

식적인 통계적 방법에 포함된 개념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표집변이성, 희

귀성(rareness),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으로의 일반화 및 두 집단의 비교와 

같은 통계적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한다.      

2) 우리나라에서 출판되고 있는 대학 과정의 기초통계학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statistical inference’를 ‘통계적 추론’으로 번역하고 있다(김우철 외, 2018a, 
2018b; 김원경, 2011; 류근관, 2015; 박정식, 윤영선, 박래수, 2019; 성내경, 
1997; 유지성, 오창수, 2013).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교육연구 및 관련 
번역서에서 ‘statistical reasoning’이라는 단어를 ‘통계적 추론’으로 번역하고, 
‘statistical inference’라는 단어는 ‘통계적 추리’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Park, 
2015; 박민선 외, 2011; 이윤경, 2016; 이정연, 이경화, 2017; 지영명, 유연주, 
2019; 탁병주, 2017; Ben-Zvi & Garfield, 2010). 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계교육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영어 ‘statistical inference’와 ‘statistical 
reasoning’을 각각 ‘통계적 추리’와 ‘통계적 추론’으로 번역하였다. 한편,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추리’와 ‘추론’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철학적 관점에서 추론
(reasoning)은 “근거짓기나 근거대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박준호, 2005, p.70)
를 의미한다. 박준호(2005)에 따르면, 추론은 추리, 증명, 설명, 예측, 판단 등
의 맥락에서 등장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추론이든 언어로 표현되면 그것은 
논증이며, 그 틀을 논증 형식 또는 도식이라고 한다. 또, 추리(inference)는 “밝
혀진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일이고, 이를 달리 표현하면, 다른 지식의 
귀결인 신념을 (의식적이고 조절된 방식으로) 찾는 방식”(ibi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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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통계적 추리는 표본 자료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

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우철 외, 

2018a; Park, 2015; Gal & Ben-Zvi, 2011; Makar & Rubin, 2009; Zieffler et 

al., 2008). 특히, 여러 연구자들은 통계적 추리에서 일어나는 추론

(reasoning)3)을 강조한다(Bakker et al., 2008; Garfield & Ben-Zvi, 2008; 

Park, 2015; Rossman, 2008; Zieffler et al., 2008). 예컨대, Bakker et 

al.(2008)은 통계적 추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통계적 추리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제로부터 결론, 

예측, 또는 추측과 같은 명시적인 진술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는 잠재적 추론 

과정을 포함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Bakker, et al., 2008, p.132) 

3) Garfield & Gal(1999)은 통계적 추론(statistical reasoning)을 “통계적 아이디어를 

통해 추론하고 통계적 정보를 이해하는 방법”(p.207)으로 정의하였다. 또, 통계

적 추론은 자료집합, 자료의 표현, 자료의 통계적 요약에 기초하여 해석하고 

자료와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추론하고 통계적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포함하며, 분포, 중심, 퍼짐, 상관관계, 불확실성, 무작위성, 표집, 통계적 

추리 등과 같은 통계적 아이디어 및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토대로 한다(ibid). 한편, delMas(2002)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통계적 

추론에 대한 정의가 통계적 사고(statistical thinking, Wild & Pfannkuch, 1999)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두 가지 유형의 정신 활동을 

과제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표본 통계량의 표집분포가 생성되

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제, 평균이 어떻게 균형점으로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제, 평균에 비해 중앙값이 특이값에 덜 예민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 무작

위 표본이 대표 표본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와 같이 왜 또는 어

떻게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묻는 과제 또는 왜 그 결론이 타당한지를 

설명하는 과제를 해결할 때 통계적 추론이 활성화된다. 반면,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실생활 문제에 적용하는 과제, 연구의 설계 및 결론을 비판하고 평가

하는 과제, 교실 사례에서 얻은 지식을 새로운 상황으로 일반화하도록 하는 

과제를 해결할 때 통계적 사고가 촉진된다. 즉, 통계적 사고는 언제 어떻게 통

계적 지식과 절차를 적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인데 반해 통계적 추론은 왜 그

런 결과가 나왔고 왜 그 결론이 타당한지를 알고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다(Ben-Zvi & Garfield, 2010).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통계적 추론은 특정 결과

가 생겨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또는 특정 모델이나 표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드러난다(delMas, 2010,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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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man(2008)은 ‘추리하다(infer)’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도출된 

결론뿐만 아니라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추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

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Makar & Rubin(2009)은 통계적 추리라는 용어를 

“자료로부터 확률적 일반화를 만들어 내거나 이를 검증할 때 일어나는 

추론과 그 결과”(p.85)를 모두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Park(2015)은 통계적 추리를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

는 통합적 사고과정”(p.13)이라고 정의하고, 인식론적 분석을 통해 통계

적 추리는 귀납(induction)과 가추(abduction)라는 두 가지 사고 요소로 이

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계적 추리의 본질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표본 통계량을 이

용하여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생성하는 것이고(가추), 또 다른 하나는 반복 

표집으로부터 만들어진 표집분포를 사용하여 추출된 한 개의 표본에 대한 확

률을 계산함으로써 생성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귀납)이다. (p.39)

한편, Park(2012)은 추리통계와 관련된 문헌에서 다양한 용어들4)이 상

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통계적 추리’라는 용어는 ‘내용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고, 통

계적 추리와 관련된 추론을 지칭하기 위해 ‘통계에서의 추리적 추론5)

(Inferential Reasoning in Statistics, IRS라고 표기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통계에서 ‘추론(reasoning)’

4) Park(2012)은 추리통계에 관한 문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 즉 ‘통계적 
추리(statistical inference)’, ‘통계에서의 추리적 추론(inferential reasoning in 
statistics)’, ‘통계적 추리에 대한 추론(reasoning about statistical inference)’이라
는 용어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르면, 여러 
문헌에서는 ‘통계적 추리’와 ‘통계적 추리에 대한 추론’이라는 두 용어를 구
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5) 추리적 추론(inferential reasoning)은 “증거 또는 추론에 기반하여 결론을 도출
하는 과정”(De Vetten et al., 2018a, p.2)을 말하고, “통계적 추리는 추리적 추
론의 한 형태”(De Vetten et al., 2018b, p.218)이다. 한편, Park(2013)은 통계 분
야에서의 추리적 추론을 “사람들이 통계적 추리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사용하
여 주어진 자료로부터 더욱 폭넓은 맥락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
법”(p.36)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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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추리(inference)’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이윤경, 2016; 

Makar, Bakker, & Ben-Zvi, 2011). 예컨대, 이윤경(2016)은 다양한 문헌을 

바탕으로, 추론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일종의 논리

적이거나 형식적 원리에 기초하여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인지 과

정”(p.29)이고, 추리는 “추론을 통해 원래의 자료를 넘어서는 확장된 결

론 그 자체”(ibid)를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추리’라는 용어를 통계 이론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적 방법(신뢰구간, 가설검정 등) 및 내용 영역을 지칭하기

보다 사고과정으로서의 통계적 추리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통계적 추리: 표본 자료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미지의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과정 

1.2. 통계적 추리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기초통계학에서 흔히 다루는 세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김우철 외, 

2018a, p.152). 

1) 실제 모평균 의 참값은 얼마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

2) 의 참값이 어떤 구간에 속한다고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3) 가 80g이 아니라고 주장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위의 문제에서 1)은 모수의 참값이라고 추측되는 하나의 값을 택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점추정(point estimation)이라고 하고, 2)는 모수의 참값이 

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범위를 택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구간추정(interval 

estimation)이라고 하며, 점추정과 구간추정을 통틀어 추정이라고 한다.  

3)의 경우는 모수의 참값에 대한 주장 또는 단순한 추측의 옳고 그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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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가설검정(hypothesis testing)이라고 한다. 

Rossman(2008)은 가설검정의 논리적 구조는 부정논법(modus tollens)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한다고 지적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정논

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값을 적절하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delMas, 2010; Falk & Greenbaum, 1995; Reaburn, 

2014a; Castro-Sotos, Vanhoof, van den Noortgate, & Onghena, 2007). 또한, 

학생들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혼동하거나 귀무가설을 적절하게 세우

지 못하며(Castro-Sotos et al., 2007), -값의 의미를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

로 오해하는 등 그 값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Reaburn, 2014a). 

또한, 여러 연구자들은 -값은 표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고, 같은 표

본이더라도 연구자가 선택한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

적절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Cumming, 2010; 

Hubbard & Lindsay, 2008; Schmidt, 1996).  

최근 들어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는 통계연구자들은 가설의 유의성 검

정과 -값의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신뢰구간으로 대체시킬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Cumming, 2010; Hubbard & Lindsay, 2008; 

Wagenmakers, 2007). 원래 신뢰구간 개념은 통계학자 Jerzy 

Neyman(1894-1981)에 의해 1937년에 최초로 학계에 발표되었지만 이 혁

신적인 방법이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Sandercock, 

2015). 1980년대 말쯤이 되어서야 개혁적인 통계학자들에 의해 큰 지지

를 받게 되었고 특히 의학 연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

다(Altman, Machin, Bryant, & Gardner, 2000; Fidler, Thomason, Cumming, 

Finch, & Leeman, 2004). 

Schmidt(1996)는 신뢰구간이 영가설 검정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뢰구간은 위치와 정확도

(precision)에 관한 정보를 결합하는 것 외에도 효과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원적 사고(binary thinking)를 줄이는 도구로 간주된다. 더욱

이, 신뢰구간은 효과 크기와 불확실성의 측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둘 



- 14 -

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더 쉬운 것으로 간

주된다. 또한, Cumming & Finch(2001, 2005)는 신뢰구간은 추정의 정확도

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연구자들이 조사 질문을 던질 때 그 질

문 유형은 보통 다음과 같다(Pfannkuch et al., 2012, p.901). 

・치료법이 효과적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남성들이 받는 임금이 여성들보다 더 많은가? 남성들과 여성들의 임금 차

이는 얼마인가?

신뢰구간은 차이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두 가지 유형의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고, 대응 수준(예. 신뢰수준 95%, 유의수준 5%)

에서 유의성이 달성되었는지를 추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설

검정의 복잡한 논리를 피할 수 있게 한다(Makar & Rubin, 2018). 

한편, 신뢰구간은 가설의 유의성 검정에 비해 확실히 이점이 있지만 

신뢰구간도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아니다(Belia, Fidler, Williams, & 

Cumming, 2005). 실제로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신뢰구간을 잘못 해석한다고 지적하였다(Belia et al., 2005; Cumming, 

2006; delMas et al., 2007; Reaburn, 2014b). 사람들은 미지의 모집단 분포

의 특성을 알기 위해 한 개의 표본에서 구한 통계량을 이용하여 모수에 

대한 신뢰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Pfannkuch et al, 2012). 또한, 신뢰구간을 구하는 계산 과정은 비

교적 쉬운데 비해 신뢰구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Reaburn, 2014b).   

신뢰구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신뢰구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Belia et al., 2005; Cumming, 2006, 

2010)에서 신뢰구간에 대한 오개념을 조사하는 연구(delMas et al., 2007; 

Fidler, 2006; Reaburn, 2014b)로 진행되었다. 신뢰구간에 대한 오개념에는 

모평균에 대한 신뢰수준 95%의 신뢰구간이 표본 평균이 취할 것이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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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값들을 포함한다거나, 표본의 95%를 포함한다거나, 개별 자료값

의 범위라거나,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폭이 증가한다거나, 표본의 크기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Fidler, 2006, Garfield & 

Ben-Zvi, 2008). delMas et al.(2007)은 기초통계학을 이수한 학부생들을 대

상으로 다양한 통계적 개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 결과를 보

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신뢰구간에 대한 

옳은 진술과 틀린 진술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신뢰수준을 신뢰

구간에 포함된 모집단의 값들의 비율로 본다거나 신뢰구간에 포함된 표

본의 값들의 비율로 본다거나 신뢰구간에 포함된 전체 표본 평균의 비율

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과학자들을 대

상으로 연구한 Cumming, Williams, & Fidler(2004)와 Cumming(2006)은 이

들이 신뢰수준을 해석할 때 일반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 개념의 이해에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통계적 개념은 분포(Bakker & Gravemeijer, 2010), 

변이성과 공분산(Cobb, McClain, & Gravemeijer, 2003), 표집변이성(Chance 

et al., 2010), 표집분포(Saldanha & Thompson, 2002) 등을 포함한다. 또한,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과 중앙값과 같이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나타

내는 값이 사용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포함된다(Konold & Pollatsek, 

2002). 여러 연구자들은 통계적 추리의 형식적 방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

들이 너무 많은 개념들을 단번에 통합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Chance et al., 2010; Garfield & 

Ben-Zvi, 2008; Wild, Pfannkuch, Regan & Parsonage, 2017). Garfield & 

Ben-Zvi(2008)는 통계적 추리의 형식적 방법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뒷받

침하는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학습하지 않는 한 

통계적 추리에 대한 오해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들은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의 형식적 절차를 배우기에 앞서 먼저 통계

적 추리에 대한 비형식적 감각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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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2.1.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역사적 배경  

 
탐색적 자료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이하 EDA라 표기함)은 통

계적 자료분석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형식적 절차에 따른 

확증적 기법(예. 가설검정, 신뢰구간)에 반기를 든 통계학자 John 

Tukey(1915-2000)에 의해 창안되었다. EDA의 출현은 전통적인 통계교육

과정과 지도방법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전통적인 기술통계의 내용을 

탐색적 자료분석 방법으로 대체하여 실제적인 자료분석을 다룰 것을 요

구한다. 

EDA는 자료를 정리, 요약하여 표현하는 기술통계에서 더 나아가 그래

프를 통한 현시성(revelation)을 강조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료의 특

성을 파악하고 자료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탐색하는 자료분석 

방법이다(허명회, 문승호, 2000). Shaughnessy, Garfield, & Greer(1996)는 

자료 처리(data handling)의 역사를 개괄하며 EDA는 통계의 초점을 형식

적 기법에서 풍부한 시각화, 다양한 형태의 표현 및 자료에 대한 탐색으

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제공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즉, EDA에서는 자료를 

시각화하는 도해 및 그래프 도구를 자료의 특성과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탐색 도구로 간주한다. 또한, EDA는 자료분석에서 확률에 

의존하는 이론적 원칙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료 이면을 깊이 탐색하는 

접근법 및 도구들을 제공한다. 예컨대, EDA는 일부 자료의 특이한 변동

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 중앙값과 같은 저항성이 있는 대푯값을 중시

하고, 지배적인 패턴과 이상적인 형태를 분석하고 개별 관측값이 자료의 

전체 경향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잔차(residual)를 

자세히 검토하여 자료에 숨겨져 있는 특성을 더욱 명확히 밝히려고 하

며, 로그나 제곱근을 이용하여 자료의 척도를 다른 척도로 변환하여 자

료의 분석과 해석을 쉽게 하고, 줄기와 잎 그림이나 다섯 숫자 요약을 

나타낸 상자그림과 같은 그래프 기법을 중시하면서 자료에 대한 탐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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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료의 구조적 특성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우정호, 2017, 

p.263). 

EDA는 1970년대 이래로 통계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았으며 최근 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풍부해졌다. 최신 공학도구의 개발은 실제 

자료의 수집과 정리, 통계치의 신속한 계산, 그래프 표현 및 시뮬레이션 

등으로 자료분석을 매우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통

계적 조사 활동이 통계학자의 실제와 유사한 모습을 띨 수 있게 만들었

다(Wild & Pfannkuch, 1999). 한편, 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EDA가 

점점 더 일반화되고 EDA의 실행이 더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EDA가 자료와 가능성 사이의 연결을 더욱 약화시킨다는 우

려를 표명하였다(Biehler et al., 2013; Makar & Rubin, 2018). Makar & 

Rubin(2018)은 EDA가 “통계에서 확률을 분리시킬 때 불확실성까지 떼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p.272)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EDA는 통계적 자료분석에서 확률이라는 수학적 요소를 분리해낼 때 동시

에 불확실성까지 떼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EDA에 기반을 둔 자료

분석은 본질상 기술통계이다. EDA는 수집된 자료의 풍부한 스토리를 말해

주지만 주어진 자료 너머에 있는 모집단에 대한 불확실한 주장으로 확장시

킬 수 있는 추리의 힘을 잃어버렸다. (Makar & Rubin, 2018, p.272) 

또한, Cobb & Moore(1997)는 <표 Ⅱ-1>와 같이 EDA와 통계적 추리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EDA의 한계를 암시하였다. 즉, EDA는 자료 이면

에(beneath the data) 초점을 두고 깊이 탐색하는 자료분석 방법으로, 주어

진 자료 너머로(beyond the data) 확장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형

식적 절차에 따른 확증적 자료분석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창안된 

EDA는 자료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널리 인정되었으나 통계

의 중요한 축인 추리통계와 연결되지 못하고 기술통계에 머문다는 문제

점이 제기되자 통계교육연구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은 통계적 추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수반

되는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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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적 개념 및 그 개념들 사이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Cobb 

& Moore, 1997; Moore, 1997). 통계적 추리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

면서 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생겨났다. 예컨대 자료(통계)와 가능성(확률) 사이의 연

결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자료가 생성되는 과정을 확률

로 모델링해보는 수업 활동을 제안하거나(Burrill & Biehler, 2011; Konold 

& Kazak, 2008), 통계적 추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

로운 학습경로를 제안하는 연구가 생겨났다(Arnold, Pfannkuch, Wild, 

Regan, & Budgett, 2011; Bakker, 2004a; Wild et al., 2011). 

이러한 통계교육연구의 맥락에서 생겨난 한 가지 큰 흐름은 낮은 학년

에서부터 통계적 추리에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다(Garfield & Ben-Zvi, 2008; Pratt & Ainley, 

2008; Zieffler et al., 2008). 특히, 여러 통계교육연구 관련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Research on Statistical Reasoning, Thinking, 

and Literacy(SRT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ing Statistics (ICOTS), 

US Conference on Teaching Statistics (USCOTS))에서는 통계적 추리를 효

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접근방식으로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표 Ⅱ-1> EDA와 통계적 추리의 비교(Cobb & Moore, 1997, p.808)

EDA 통계적 추리

EDA의 목적은 자료 이면의 패턴을 

찾기 위해 자료에 대해 깊이 탐색하

는 것이다.

통계적 추리의 목적은 자료를 생성하

기 전에 제기된 특정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EDA의 결론은 현재 다루고 있는 자

료와 그 상황에만 적용된다. 

통계적 추리의 결론은 주어진 자료보

다 더 큰 모집단 또는 더 넓은 상황

에 적용된다.  

EDA의 결론은 자료에서 관찰한 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비형식적이다.

통계적 추리의 결론은 형식적이고, 신

뢰도로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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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확증적 자료분석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생겨난 EDA는 

자료 이면을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분석 방법을 제공하지만 

통계의 중요한 측면인 추리통계와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

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들은 통계적 추리에 대한 교수학습에서 여러 가

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됨에 따라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통계

적 개념 및 통계적 추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러한 통계교

육연구의 맥락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통계적 추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비

형식적 접근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성해나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통계적 추리는 ‘형식적 통계적 추

리’(Formal Statistical Inference, 이하 FSI로 표기함)와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Informal Statistical Inference, 이하 ISI로 표기함)로 구분된다. 이하에

서는 이 두 가지 용어의 의미와 둘 사이의 비교를 살펴본다.     

2.2.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의미

2.2.1. 형식적 통계적 추리

Makar & Rubin(2009)에 따르면, FSI는 통계 및 연구공동체가 인정하는 

형식적 절차에 따라 모수의 참값을 추정하거나 가설을 검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Park(2013)에 따르면, FSI는 형식적이고 표준화된 통계적 검정

(예. 신뢰구간, 가설검정, p-값)과 관련된 개념 및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내용 영역을 지칭한다. Huey(2011)는 FSI는 통계적 추리를 할 때 적용되

는 p-값, 가설검정, 신뢰구간, 공식, 계산법, 통계표와 같이 형식적인 방

법 및 절차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FSI를 지

도하는 목표는 학생들이 형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추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방식과 그 과정이 효과적인 

이유 및 그 과정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Huey(2011)는 사람들이 FSI를 수행하기 위해 형식적인 통계지식을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해하고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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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FSI를 통계학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정이나 가

설검정과 같이 형식적인 방법을 통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추측

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과정으로 정의한다.

2.2.2.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ISI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는 FSI 이외의 통계적 추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Rossman(2007)은 ISI를 “형식적인 방법, 기법, 또는 계산

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조리 정연한 논증을 통해 손안의 자료를 넘어서

는 것, 그리고 관찰된 자료의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계량화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Zieffler et al., 2008, p.44에서 재인용). Gil & Ben-Zvi(2011)에 

따르면, ISI는 “자료(표본)로부터 더 넓은 세계(모집단)에 대한 결론(일반

화)을 비형식적으로 도출할 때 일어나는 사고과정”(p.88)이다. 이때, 표집

을 인식하고 추리의 힘과 한계를 인식하며, 추리의 불확실성이 질적 또

는 양적으로 분명히 표시된다(ibid). Makar & Rubin(2009)은 ISI를 “관습

적인 통계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논리정연하게 자료로부터 일반화하

거나 이를 검정하는 비형식적 과정”(p.85)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Makar, Bakker, & Ben-Zvi(2011)는 ISI를 형식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논리정연한 과정을 통해 주어진 자료의 기술 너머로 확장하여 불확실한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Park(2015)은 ISI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이를 “형식적 절차 대신 사전지식을 사용하

여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해 추리하는 사고과정”(pp.1-2)으로 정의하

였다. 한편, Zieffler et al.(2008)는 ISI를 “관찰한 표본을 바탕으로 미지의 

모집단에 대한 추리를 논증하기 위해 비형식적 지식을 사용하는 방

식”(p.44)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Park(2012)에 따르면, ISI는 “표본으로

부터 모집단에 대한 주장을 세우거나 모집단에 대한 추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비형식적 지식 또는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추론하는 방

식”(p.38)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Tobías-Lara & Gómez-Blancarte(2019)에 

따르면, ISI는 FSI의 선행 버전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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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과제를 다룰 때 그들의 직관에 의지하고, 자

료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며, 탐색적 자료분석 및 표집 시뮬레이

션을 활용할 수 있다. 

요컨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ISI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

가 있지만, ISI는 형식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대신 기술통계 및 확률 직관

과 같은 사전지식에 의지하여 주어진 표본 자료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추

측이나 결론을 논리정연하게 이끌어내는 사고과정이다. 

2.2.3.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와 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비교

Tobías-Lara & Gómez-Blancarte(2019)는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ISI와 

FSI에 대한 정의를 검토한 후, <표 Ⅱ-2>와 같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요약하였다. <표 Ⅱ-2>에서 알 수 있듯이, ISI와 FSI는 주어진 자

료 너머로의 일반화, 추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추리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확률적 언어의 사용, 맥락적 지식의 

통합 요소를 공유한다. 이러한 사실은 FSI를 배우기 전에 먼저 ISI를 도

입하자는 교육적 논의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표 Ⅱ-2>에서 ISI와 FSI를 

구별하는 중요한 측면은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표 Ⅱ-2> ISI와 FSI의 공통점과 차이점 (p.12)

공통점 차이점

․ 표본 자료를 넘어서는 일반화, 판

단 또는 진술 

․ 결론 또는 일반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적 증거를 필요로 함 

․ 확률적 언어를 사용함 

․ 추리가 일어나는 맥락에 대한 지

식을 요구함 

․ FSI에서 자료분석은 형식적 추리 

방법(예. 신뢰구간, 가설검정, p-값, 

유의성 검정, 회귀 모델, 표집분포, 

표준편차, 표준점수)에 의존함

․ ISI에서 자료분석은 표본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탐색적 자료분석, 시

뮬레이션, 불확실성에 대한 확률 추

정치를 사용함 



- 22 -

자료분석 방법이다. 즉, FSI에서 증거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분석 방법은 

형식적 기법에 의존하지만, ISI에서는 표본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와 탐색

적 자료분석에 기반한다. 또한, Pratt & Ainley(2008)는 ISI와 FSI의 구별

하는 요인을 보다 폭넓게 제안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ISI와 FSI는 자료분

석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포함하여 추리 과제의 특성, 이와 관련

된 통계적・확률적 개념의 복잡성, 교육 단계 및 기타 요인들에 따라 구

별될 수 있다. 

한편, Makar & Rubin(2018)은 어떤 종류의 통계적 추리가 형식적인지 

또는 비형식적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통계적 추리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선분 은유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즉 분명히 비형식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이 각각 양끝으로 연결되어 있

고, 그 사이에 수많은 단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표 Ⅱ-3> 통계적 추리에 대한 접근방식 (p.276) 

차원 내용

공식/시뮬레이션 

․ FSI는 닫힌 형식의 공식에 기반을 둔다. 
․ ISI에서는 어떤 결과의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이용한다. 

분포 이미지의 

다양성

․ FSI에서는 이론적 정규분포에 의존한다. 
․ ISI에서는 다양한 그림을 사용하며, 자료의 형태, 중심 및 

변이성을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상자그림을 이용하며, 
표집변이성을 시각화하고 비정규적인 경험적 분포를 사용한다.

중심 경향성과 

변이성에 대한 

측도의 선택

․ FSI는 정규분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을 활용

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한다. 
․ ISI에서는 중앙값과 IQR(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음)과 같은 
측도를 사용한 새로운 접근법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커뮤니티의 

승인

․ FSI에서 정규분포 모델은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및 과학 커뮤니티에서 유효

하고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ISI는 특이하고 주관적이며 더 넓은 공동체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다. ISI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연구공동체

에서 인정됨에 따라 “보다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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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들은 특정 접근방식이 형식적인지 비형식적인지에 대한 논

의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Makar & Rubin(2018)은 통계적 추

리를 지도하는 접근방식에 대해 4가지 차원을 제안하였는데(<표 Ⅱ-3> 

참조), 이 각각은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두 극단 사이에 

수많은 시점을 갖는 연속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통계적 추리를 지도하는 

접근방식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선택의 집합이며, 각각은 연속체의 다른 

지점에 놓여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계적 추리를 지도하는 방식이 한 

차원에서는 공식에 비해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차원에서는 

통계적 추리의 불확실성에 대한 질적 설명보다 양적인 설명에 초점을 맞

출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Bakker, Kent, Derry, Noss, & 

Hoyles(2008)는 특정 연구 분야에서 통상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추리 방법 및 규범이 통계 분야에서는 비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

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Garfield et al.(2015)에 따르면, 

통계학자는 추리 과제의 특성과 요구되는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추리할 수도 있다.

2.3.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교육적 역할

ISI는 통계적 추리의 개념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잠재

적 학습경로로서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Ainley & Pratt, 2007; 

Ben-Zvi, 2006; Pfannkuch, 2006a; Rubin et al., 2006; Pratt & Ainley, 

2008). Garfield & Ben-Zvi(2008)는 교육과정의 조기 단계에서부터 통계적 

추리의 아이디어가 비형식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이 ISI에 익숙해진다면 FSI를 학습하는 단계에서 통계적 추리의 

아이디어, 절차 및 언어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Pfannkuch(2006a)는 ISI가 FSI에 대한 학습으로 

진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개념적 토대를 마련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ISI는 FSI를 학습하기 위한 선행학습단계로 간주될 수 있고, FSI에 대한 

이해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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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vi & Sharett-Amir(2005)는 ISI는 교육과정의 초기부터 통계적 추

리의 학습에 토대가 되는 핵심적인 통계적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이를 구

성해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ISI는 다양한 통계적 개념

들을 서로 관련지어 추론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Pfannkuch, 2006b), 

학생들이 ISI의 맥락에서 통계를 학습하면 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통

계적 추론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Makar et al. 2011). Zieffler et 

al.(2008)에 따르면, 통계적 추리는 자료의 표현, 중심과 퍼짐의 측도, 정

규분포, 표집과 같은 여러 가지 중심적인 통계적 개념들을 통합하는 복

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조기부터 ISI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

에게 통계적 추리를 뒷받침하는 중심적인 통계적 개념 및 사고방식을 준

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Reading(2007)은 학교에서 ISI를 가르치

는 것은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 너머로 일반화하고, 자료에서 비롯한 증

거에 기반하여 추론하며, 대립하는 여러 가지 모델(가설) 중 하나를 선택

하고, 추리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확률적 언어로 표현하며, ISI에서 

나온 결론이 문제 상황의 맥락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것과 같이 통계

적 추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Zieffler et al., 2008, p.46에서 재인용함). 또한, Park(2015)은 학생들이 표

본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대해 비형식적으로 추리하는 과정에서 표본과 

모집단 사이의 관계 및 표집변이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후 

FSI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약하면,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ISI의 교육적 역할은 학습자

들이 이후에 배울 FSI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ISI는 학생들이 FSI를 학습하기 전에 통계적 추리의 아이디어에 익숙해

지게 한다. 이에 따라 ISI는 학생들이 FSI를 학습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

소할 수 있게 하는 대안적인 학습경로로 간주된다. 또한, 학생들이 조기부

터 ISI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중심적인 통계

적 개념 및 사고방식을 일관성 있게 학습할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여

러 가지 통계적 개념들을 통합시켜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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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구성 요소

여러 연구자들은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통해 ISI의 구성 요소를 밝히

려고 시도하였다(Makar & Rubin, 2009, 2018; Pfannkuch, 2006b; Rubin et 

al., 2006; Tobías-Lara & Gómez-Blancarte, 2019; Zieffler et al., 2008). ISI

의 구성 요소를 제안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논의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ISI를 이루는 사고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하나는 ISI와 관련된 추론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통계적 개념 및 추론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하에서는 사고과정으로서의 ISI에 초점을 두고 ISI의 구성 요소에 대

해 살펴본다. 먼저, 다양한 문헌을 토대로 ISI의 사고 요소에 대해 살펴

보고, ISI와 관련된 추론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적 개념들을 살펴

본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학생들의 ISI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

으로 밝혀진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에 대해 살펴본다.      

3.1.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사고 요소  

Zieffler et al.(2008)는 ISI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p.45).

 

1) 형식적인 통계적 절차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표본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대해 판단하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

2) 사전지식6)에 의지하고 활용하며 통합하는 것

3) 표본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대해 판단하고, 주장하고, 예측하기 위해 증거에 

기반을 두고 논증하는 것

6) Zieffler et al.(2008)가 제시한 사전지식의 예는, 1) 분포 또는 평균과 같은 기
본적인 통계적 개념에 대한 형식적 지식, 2) 특정한 모델(주장)에 비추어볼 
때 추출된 표본이 매우 놀라운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같이 추리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 3) 통계적 언어의 사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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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akar & Rubin(2009)은 ISI의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원리를 다음

과 같이 기술하였다(p.85). 

1) 추리를 통해 만들어진 주장(일반화)은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선다.

2) 이 주장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계량화 여부에 관계없이 확률적 언어가 

사용된다. 

3) 자료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된다.

Makar & Rubin(2018)은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ISI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제안한 틀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ISI에 대한 5가지 공통된 특

성을 요약하였다. 

1)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일반화

2) 불확실성의 표현

3)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4) 전체적 측도에 대한 고려

5) 맥락적 지식의 통합

또한, Tobías-Lara & Gómez-Blancarte(2019)는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한 

ISI의 정의와 특성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ISI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p.12)

 
1) ISI는 표본 자료를 넘어서는 일반화, 판단, 또는 진술이다.

2) 일반화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확률적 언어를 사용한다.

3) 일반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적 증거를 필요로 한다.

4)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리한다.  

한편, 이상과 같이 ISI의 구성 요소를 밝히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바탕

으로 접근한 여러 연구자들과 달리 실증적인 방식을 통해 접근한 연구도 

있다(Pfannkuch, 2005, 2006a,b, 2007). 예컨대, Pfannkuch(2005)는 교사와 

학생들의 ISI를 조사하기 위해 10학년 교실에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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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자그림을 이용한 두 자료집합 비교 과제를 다룰 때 학생들이 스

스로 설정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자료

분석 결과가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논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Pfannkuch(2005)는 자신의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측을 제시하였다. 

1) 현재 교육과정은 자료 표현의 기술적 특징만 비교하고 그 이상의 결론을 도

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현재 교육과정은 FSI의 이해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학습할 기회

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ISI에서 FSI로 진전시키는 학습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Pfannkuch(2006b)는 자신의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학습경

험이 학생들의 추리를 보다 형식적 수준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천착하였다. 그는 실제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추론 전

략을 분석하여 <표 Ⅱ-4>와 같이 ISI에 관한 추론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8가지 추론 요소와 이 요소들 각각에 작용하는 2가지 추론 조정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Pfannkuch(2006b)에 따르면, 이 모델은 교사 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ISI 전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ISI에 대한 이론

적 논의와 실제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게 한다. 예컨대, 

Pfannkuch(2006b)의 ‘가설 생성’ 추론 요소는 Makar & Rubin(2009)이 제

안한 ISI의 세 가지 핵심원리 중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주장

(일반화)’과 관련된다. 

요약하면, ISI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주장(일반화)을 만드는 것’, ‘이 주장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

하는 것’,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보다 자료

에 의지하는 것’,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사용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하는 것’,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하

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이 각각의 요소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

들의 논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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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주장(일반화)

연구자들이 ISI에 대해 논의할 때 대부분 ‘손안의 자료 너머로의 주장

(일반화)’이라는 특성을 언급한다(Makar & Rubin, 2009; Rossman, 2008; 

Zieffler et al., 2008). 이와 관련하여, Dewey(1910)는 추리(inference)를 주

어진 자료 너머로의 이동으로 설명한 바 있다.  

말 그대로, 사고 활동이 곧 추리이다. 추리는 확실하게 알려진 것을 넘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것으로 옮아가는 비약 또는 도약과 관련된다. (p.26)

<표 Ⅱ-4> ISI와 관련된 추론 모델 (Pfannkuch, 2006b, p.33) 

추론 요소

가설 생성 집단의 경향성을 비교하고 추론하기

요약 동일한 요약값을 비교하기, 동일하지 않은 요약값을 비교하기

이동
한 분포를 다른 분포와 관련시켜 비교하고 상대적인 이동을 언

급하기

퍼짐
분포 내 및 분포들 간의 퍼짐과 밀도의 유형을 국소적으로 그리

고 전반적으로 비교하고 언급하기

신호 주어진 자료의 가운데 50%의 겹침을 비교하기 

표집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고, 다른 표본이 추출될 경우를 고려하며, 
추리하고자하는 모집단을 고려하기

설명
자료의 맥락을 이해하고,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대안적인 설명

을 고려하기 

개별사례 가능한 특이값을 고려하고, 개별사례를 비교하기

추론 조정 요소

참조
집단의 라벨, 자료 측정, 통계적 측도, 자료의 분포, 자료 분포 

그림, 맥락적 지식과 통계적 지식

평가 증거를 기술하고, 증거의 세기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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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nnkuch(2006a)는 ISI를 “자료의 분포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추론하는 

것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p.1)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Zieffler et 

al.(2008)는 ISI를 “관찰된 표본을 바탕으로 미지의 모집단에 대한 주장

(일반화)을 만들어내는 것”(p.44)으로 기술하였다. 곧, ISI는 현재 다루고 

있는 자료를 넘어서 더 넓은 맥락에 대한 주장(일반화)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Makar & Rubin, 2009). Makar et al.(2011)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주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개념은 

통계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은 교사와 학생들이 자료로부터 도출한 결론을 현

재 다루고 있는 자료에 대한 주장인지 아니면 자료를 생성한 원래 모집

단에 대한 주장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Pfannkuch, 2008; Pratt, Johnson-Wilder, Ainley, & Mason, 2008). 이때, 통

계적 추리와 관련된 주장은 후자만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Pfannkuch(2006b)는 Dave Pratt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

술한 바 있다. 

Dave Pratt은 학생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게임의 유형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 사용 중인 추론을 이해하는데 있어 학

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게임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게임1에 참여하

는 학생들은 현재 다루고 있는 자료(표본)에 대해서만 추론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반면, 교사는 주어진 자료를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사는 게임2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추리에 관한 추론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게임2에 참여시켜야한다. (p.1)

Wild et al.(2011)는 통계에서 수행되는 두 게임이라 칭한 Dave Pratt의 

비유에 따라 통계에서 기술게임을 할 때와 추리게임을 할 때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게임은 전반적으로 비슷해 보

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방식은 매우 다르다. 게임이 다르면 목표와 규

칙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ibid, p.253). 대부분 학교교육과정은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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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술통계를 분석하는 게임1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게임1뿐만 아니라 게임2를 더욱 일찍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Pfannkuch, 2008; Pratt et al., 2008; Makar & Rubin, 2009).

3.1.2. 불확실성의 표현

ISI를 구성하는 틀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특성 중 하

나는 ISI로부터 만들어진 주장에 불확실성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우철 외(2018b)는 “통계적 추리에서는 결

론의 신빙성을 수 값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 그 특

징”(p.195)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통계적 추리는 표본에 담긴 정보를 토대로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결

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아무리 잘 뽑은 표본도 모집단과 완전히 같

을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얻은 결론은 불확실성을 띠기 마련이다. 

따라서 통계적 추리는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인 동시에 그 결론이 얼마나 불확실한가에 대해 확률적7) 언어

(probabilistic language)로 설명하는 과정이다(Moore & Notz, 2018, p.380). 

Makar & Rubin(2009)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추리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적 추리는 통계적 경향 및 예측의 신뢰도나 불확실

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확률적 언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87)고 주

장하였다. 

한편, ISI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의 표현 요소는 수준에 따라 확률 형식

을 따르거나 아니면 비형식적이고 질적인 확률적 언어일 수도 있다(Gal 

& Ben-Zvi, 2011).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집단에서 어떠한 표

본이 다른 표본보다 뽑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Makar & Rubin, 2018). Makar & Rubin(2009)은 학생들이 사용

하는 확률적 언어는 그들이 만든 가설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상황과 불

7) 여기서 말하는 ‘확률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확률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현상이 결정론적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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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의 수준에 적합한 언어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중학

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를 추정하기 위해 표본을 사용할 때, 전형적

인 키를 162cm(표본에서 구한 평균 또는 중앙값)와 같이 하나의 값으로 

보고하기 보다는 ‘대략 158-165cm쯤’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Makar 

& McPhee, 2009). 

Ben-Zvi et al.(2012)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은 몇 가지 수준의 불확실성

을 구별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불확실성을 수 값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려

워하지만 이후 반복된 학습경험과 인지 발달을 통해 불확실성 수준의 미

묘한 차이를 파악하여 이를 계량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GAISE 보고서에서는 높은 단계에서 추리통계를 학습할 때 확률 이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낮은 단계에서부터 확률에 대한 비형식적 아이디어를 

개발시켜야한다고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A수준의 학생들은 확률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의 측도임을 이해해야 한

다. 확률은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의 측도이다. 사건은 불가능한 경우에서 확

실한 경우까지의 연속선으로 놓고 그 사이에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가능성이 

동일한 경우,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학생

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비형식적으로 수 값을 할당하는 방법

을 알아야 한다.

 (Franklin et al., 2005, p.33-34)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1) 실생활에서 가능성과 관련된 상황을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반반이

다’, ‘~일 것 같다’, ‘확실하다’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가능성을 수나 말로 나타낸 예를 찾아보고,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다.

 3)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p.27)

0 1/4 1/2 3/4 1
불가능한 가능성이 낮은 가능성이 동일한 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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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SE 보고서와 교육부(2015)에서 제시한 비형식적인 확률적 언어는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수학적 확률(또는 통계적 확률)에 비해 직관적이고 

비형식적이며 질적이다. 

 
3.1.3.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ISI를 구성하는 틀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ISI의 결과로 만들어진 주장은 자료에서 얻은 증거

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Makar & Rubin(2009)은 어떠한 주장에 대한 증거

로서의 자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계적 추리는 

자료 조사로부터 생겨나고, 자료 조사는 세계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자료 조사의 최초 과제는 맥락적 질문에 대해 자료를 통해 대답

할 수 있는 통계적 질문으로 변환하는 것이다(Pfannkuch, Regan, Wild, & 

Horton, 2010). 통계 조사자는 통계적 질문에 따라 적절한 측정 도구와 

자료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결국 처음에 설

정한 통계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된다(Wild & Pfannkuch, 1999). 곧, 

이러한 자료 조사 과정을 통해 얻은 대답은 원래 맥락적 질문에 대해 이

론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Konold & Higgins, 2003). 이와 같

이 통계적 조사 기반(inquiry-based) 접근방식에서 자료는 맥락에 대한 주

장의 증거로 사용된다(Makar et al., 2011).

Moore(1998)는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신념에서 벗어나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욱 강력한 근거를 얻기 위해 자료의 패턴에서 나온 증거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이 통계를 하는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개발할 때 어떤 주장 및 추리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증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통계교육과정

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을 다루지 않는

다(Makar et al., 2011). 

Pfannkuch(2005)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료분석 결과가 통계 조사의 결론

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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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Arnold et al.(2011)는 학생들은 자료집합의 어떤 특성이 자신의 

추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통계적 사고의 핵심요소 중에는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포함시키고 있지만(Wild & Pfannkuch, 1999), 보통 학생들은 자료와 

주장(결론)을 명확하게 연결시키지 못한다(Fielding-Wells, 2010; Hancock, 

Kaput, & Goldsmith, 1992). Hancock et al.(1992)은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

를 조사 중인 질문 및 도출한 결론에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들은 교사들이 증거로서의 자료와 주장 사이

에 연결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연결을 

더 잘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Dewey(1910)에 따르면, “현재 다루고 있는 자료는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안할 뿐이다.”(p.12). 따라서 주장에 증거를 의미 있게 연

결하고 맥락에 비추어 증거를 설명하는 것은 추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달

려있다(Makar & Rubin, 2009). 학생들이 ISI에 참여할 때 자료로부터 생

성한 추측의 진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게 해야 한다.     

3.1.4. 전체적 속성에 대한 고려

몇몇의 연구자들은 평균과 중앙값과 같은 자료의 전체적 속성

(aggregate properties)8)을 고려하는 것을 ISI의 특성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8) 영단어 ‘aggregate’의 사전적 정의는 ‘개개의 원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또는 
계산된) 하나의 전체’를 의미한다(Lexico dictionary, 2019). Konold & 
Higgins(2004)는 학생들이 자료를 ‘an aggregate’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는데, 이것은 개개의 자료값에서는 볼 수 없는 창발적 속성(emergent 
properties)을 갖는 하나의 실체(즉, 분포)로 간주되며 통계학자는 ‘aggregate’로
서의 자료집합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는데 집중한다고 주장하였다(p.170). 한
편, 이경화, 지은정(2008)은 “자료집합을 하나의 실체로써 고려하고, 다른 자
료값들과 관련지어 보는 특징을 자료에 대한 전체적 조망(aggregate view)이
라 한다”(p.354)고 기술하였다. 또한, 고은성, 탁병주(2019)는 “통계에서는 색, 
크기, 모양과 같이 변화 가능한 속성에 주목하고, 이들을 정리하여 개개의 
그림이 아니라 그림들이 모여 이루는 집합을 하나의 전체(an aggregate)로 보
고 이 집합의 전반적인 경향을 설명하고자 한다”(p.580)고 언급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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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dor & Ben-Zvi, 2019; Ben-Zvi, 2006; Pfannkuch, 2006b; Rubin et al., 

2006). Rubin et al.(2006)에 따르면, ISI에서 관심을 갖는 자료의 전체적 

속성은 신호(signal)(평균 또는 적합선과 같이 전체 양에 반영되는 일정한 

원인)와 소음(noise)(신호 주위에 변이성을 유발하는 변동 원인)이다(p.1). 

Aridor & Ben-Zvi(2019)는 ISI는 개개의 자료값이 아닌 중심, 변이성, 형

태, 공분산 등에 대한 전체적 측도(aggregate measures)를 사용하여 만들

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통계교육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료의 전체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

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Konold, Higgins, Russell, 

& Khalil, 2015). 이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자료 봉우리(modal 

clump)(Bakker, 2004b; Cobb, 1999; Makar & Confrey, 2005)나 자료의 전체

적 속성(Konold, Higgins, Russell, & Khalil, 2003)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

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akar & Rubin(2009)은 자료의 전체적 속성으로서의 일반화와 

주어진 자료 너머로의 일반화를 구별하고 본질적으로 통계적 추리에 해

당하는 일반화는 후자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자료

의 전체적 속성으로서의 일반화는 자료를 해석할 때 전반적인 관점

(global views)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3.1.5. 맥락적 지식의 통합  

여러 연구자들은 통계적 추리를 할 때 자료를 다루는데 필요한 통계적 

지식과 추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Cobb, 1999; Cobb & Moore, 1997; delMas, 

2010; Makar et al., 2011; Pfannkuch, 2011; Wild & Pfannkuch, 1999). 

Cobb & Moore(1997)는 “자료는 단순히 숫자들의 모음이 아니라 맥락

부터, aggregate라는 단어는 낱낱의 원소들이 모여 이루는 단순한 집합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만의 창발적 속성을 갖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aggregate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 ‘전체적인’ 또는 ‘전체’라는 
단어로 한역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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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숫자들의 모음”(p.801)이기 때문에 통계적 사고와 수학적 사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추상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맥락을 무

시하는 수학과 달리 통계에서는 자료의 맥락,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를 

생성하는 측정 방법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자료를 의미 있게 분석

할 수 없다(Cobb & Moore, 1997; delMas, 2010). Pfannkuch et al.(2012)는 

학생들이 자료로부터 도출한 결론이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통계적 지식을 적용할 때 

반드시 맥락이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al(2010)은 맥락을 

포함한 5가지 상호 연계된 지식 요소(기본 소양, 통계적 지식, 수학적 지

식, 맥락적 지식, 비판적 질문)와 성향 및 신념 체계가 따로 분리되지 않

고 함께 작용할 때 통계적 소양을 갖춘 행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Makar & Confrey(2005)는 맥락적 지식은 통계적 개념을 개발하도록 지

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비형식적 추론의 발달을 촉진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akar et al.(2011)과 Pfannkuch(2011)는 맥락이 ISI를 일으키는 잠재

적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ISI에서 맥락의 역할을 중요

하게 고려하였다. Gil & Ben-Zvi(2011)는 학생들의 ISI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맥락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이 가

진 맥락적 지식이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있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점

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의 신념과 자료 사이의 갈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통계에서 맥락은 학생들이 자료에 기반을 둔 증거에 의존하기보

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을 확대시켜 잘못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다

(Konold, Pollatsek, Well, & Gagnon, 1996). Pfannkuch(2011)는 “맥락은 학

생들이 관찰한 패턴으로부터 의미를 찾는 것을 돕지만, 개념을 구성할 

때 또는 새로 습득한 이론을 적용하려고 할 때 학생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할 수 있다”(p.27)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onold & 

Higgins(2003)는 “학생들이 자료를 맥락 속 수(numbers in context)로서의 

관점(Moore, 1992)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맥락에서 자료를 추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p.195)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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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서 맥락의 역할에 대한 여러 문헌을 통해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 사이에 미묘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학

생들은 경험으로부터 알게 된 것과 자료에서 관찰한 것 사이에서 발생하

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맥락적 지식과 통계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하

는 방법을 배워야한다. 이는 곧 학생들이 ISI를 할 때 맥락적 지식과 통

계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2.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위한 필수 통계적 개념

여러 연구자들은 ISI의 구성 요소를 제안할 때 사고 요소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필수 통계적 개념들을 언급한 바 있다. 예컨대, 

Pfannkuch(2006a)는 ISI를 여러 가지 서로 관련된 통계적 개념들을 사용

하여 추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통계적 조사 과정 중에 일어나는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는 분포에 대한 추론, 

중심 측도를 이용한 추론, 표집에 대한 추론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통계적 

사고의 기본 요소9)와 변이성의 고려는 이 모든 측면의 추론을 뒷받침한다. 

(p.1)

Park(2015)은 인식론적 분석을 통해 통계적 추리의 사고 요소는 귀납과 

가추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통계적 추리를 뒷받침하는 

필수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9) Wild & Pfannkuch(1999, p.226)는 통계적 사고의 기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한 바 있다.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자료에 대한 통찰을 얻고 자료의 의미를 소통하기 위해 표현을 변형하는 것 
 ・변이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변이성을 예측하고 설명하고 제어하기 위해 측

정하고 모델링하며, 변이성을 다루고 설명하며, 변이성을 탐색하기 위한 조
사 전략을 마련하는 것

 ・통계적 모델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것 
 ・맥락적 영역과 통계적 영역을 통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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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추리를 위해 필요한 개념은 기술통계(예. 대푯값, 변이성), 표본, 그

리고 확률 계산의 기초가 되는 표집분포를 포함한다. 표본 개념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 개념은 표본과 모집단 사이의 관계 및 표집변이성으로 이

루어져 있음이 명백해진다. (p.38)

그는 통계적 추리를 위한 필수적인 통계적 개념으로 대푯값 및 변이성

과 같은 기술통계, 모집단과 표본, 표본의 크기, 표집변이성, 표집분포 개

념을 제안하고, 이 개념들이 ISI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은 FSI를 지도하기 전에 통계적 추리의 이해에 바

탕이 되는 핵심 아이디어10)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Huey(2011)는 통계적 추리에 필요한 지식 요소 및 과정에 대한 개념 

틀을 [그림 Ⅱ-1]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이 개념틀은 두 가지 발달 단

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ISI의 발달과 관련되고, 2단계는 FSI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그림 Ⅱ-1] 통계적 추리의 발달에 대한 개념틀 (Huey, 2011, p.9)   

  Huey(2011)가 제안한 개념틀에 따르면, ISI는 비형식적 추론 기술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통계적 개념(core statistical concepts)과 전체적인 통계적 

10) Wiggins & McTighe(1998)는 Bruner의 지식의 구조와 유사한 의미로 ‘핵심 
아이디어(big idea)’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핵심 아이디어
는 교과를 통해 학습자가 이해해야 할 핵심이며, 또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
는 필수 조건이다. 핵심 아이디어의 교육적 기능(pedagogical power)은 사고
를 민감하게 하고, 지식의 모순된 단편들을 연결시키며, 일반적 전이를 가
능하게 한다. (유은경, 2006, p.23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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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aggregate statistical concepts)과 같은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

때, 중심적인 통계적 개념은 중심, 퍼짐, 밀도, 왜도, 특이점의 측도를 포

함하고, 전체적인 통계적 개념은 변이성, 분포, 표본, 표집변이성으로 이

루어져 있다. 특히, 전체적인 통계적 개념은 ISI를 위해 필수적이며 추리

를 생성하기 위해 이 개념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한다(Huey, 2011, p.10). 

Huey와 비슷하게, Makar et al.(2011)은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통계적 

지식 요소로서 전체적 사고(aggregate thinking) 및 경향성에 관한 사고와 

같은 통계적 사고방식과 더불어 변이성, 분포, 추리, 표본과 같은 통계적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Pfannkuch et al.(2012)는 통계적 추리는 다

양한 개념적 요소를 토대로 일어나는 복잡한 사고과정이라 정의하고, 이

에 해당하는 추론 유형 및 개념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

다. 

통계적 추리는 다양한 개념적 요소를 토대로 하여 일어나는 복잡한 사고과

정이다. 이러한 개념적 요소에는 맥락, 질문 유형, 자료를 조망하는 방식, 자

료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추론 유형이 포함된다. 또한, 표본과 모집

단, 표본과 모집단 사이의 관계, 모집단 분포, 표본 분포(sample distribution) 

및 표집분포(sampling distribution)와 같이 다른 종류의 분포와 각 분포의 특

성, 표집변이성, 표본의 크기 효과 등을 포함한다. (p.899)

  이상으로부터, ISI는 형식적 방법 및 절차를 사용하진 않지만 여러 가

지 통계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비형식적으로 추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ISI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계적 개념들

을 서로 관련지어 추론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하에서는 앞서 여

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필수적인 통계적 개념들에 초점을 맞

춰 이러한 개념들이 ISI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ISI를 위한 필수적인 통계적 개념으로 기술통계, 표본, 표

집변이성, 표집분포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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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기술통계

  통계에서는 낱낱의 자료들이 모여 이룬 자료집합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대푯값, 변이성의 크기, 분포의 형태 등으로 요약한다. 이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도표나 그래프를 만들거나 자료를 요약

하여 대푯값이나 변이성의 크기 등을 구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를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라 한다(김우철, 2018a, p.2). 이와 대조적으로, 통

계의 다른 핵심적인 한 축인 추리통계(inferential statistics)는 자료에 내포

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불확실한 사실을 추리하는 분야이다. 즉, 추

리통계에서는 통계적 모델(주장)을 설정한 다음 그 모델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평가하며, 자료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근거로 하여 미지의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미래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 예측한다(ibid). 

일반적으로, 통계교육과정은 기술통계11)에서 추리통계로 진행되는데, 

이는 기술통계가 추리통계의 학습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우

정호(2017)는 기술통계에서 주어진 정보는 추리통계의 여러 통계적 방법

의 밑바탕이 되므로, 추리통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수집한 자료를 정

리하고 요약함으로써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술통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eading(2007)은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를 이해하려면 변이성, 분포, 중심, 퍼짐, 그래프 해석과 같은 기술통

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에서는 ISI를 위한 기술통계 개념 중 변이성(variability)12)과 분포에 대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개념들이 ISI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 살펴본다.

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통계’라는 용어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요약
하며, 자료의 특성을 탐색하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각적 그래프나 수
치적 측도와 관련된 일체의 개념 및 방법들을 일컫는다.

12) ‘변이성(variability)’은 어떤 것이 바뀌거나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형용
사인 ‘variable’에 대한 명사형이다(Reading & Shaughnessy, 2010, p.239에서 
재인용함.). 특히, Reading & Shaughnessy(2010)는 변이성이라는 용어를 ‘변이
(variation)’라는 용어와 구별하여 사용하였는데, 즉 변이성이라는 용어는 변
화의 경향을 지닌 다양한 현상의 관찰 가능한 실체의 특징을 나타내고, 변
이라는 용어는 그런 특징을 기술하거나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변이성이라는 용어를 Reading과 Shaughnessy가 구별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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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1. 변이성

  여러 연구자들은 수학과 통계학을 구별하는 핵심 개념으로 변이성에 

주목하여 통계적 사고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였다(고은성, 이경화, 2010; 

우정호, 2017; Cobb & Moore, 1997; Moore, 1990; Reading & Shaughnessy, 

2004; Shaughnessy, 2007; Snee, 1990; Wild, 2006; Wild & Pfannkuch, 

1999). 예컨대, Moore(1990)는 통계적 사고를 과정에서의 변이성의 편재 

및 자료의 필요성 인식, 변이성을 고려한 자료수집 방법 설계, 변이성의 

계량화, 변이성에 대한 설명으로 요약하며, 변이성에 대한 사고가 통계교

육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135). 또한, Snee(1990)는 통계

적 사고를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변

이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이성을 식별하여 특징짓고, 모델링

하고 계량화하며, 제어하고, 축약함으로써 과정이나 현상을 개선할 수 있

음을 인식하는 것”(p.118)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사고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통계를 배우는 궁극적 목적은 “변이성을 갖는 자료를 현명

하게 다루는 능력을 기르는 것”(우정호, 2017, p.258)이다. 즉, 통계적 사

고의 바탕인 변이성은 통계교육과정의 중심에 놓일 필요가 있으며, 변이

형 사고가 통계교육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ibid). 

  Peck et al(2019)은 통계적 추리를 이해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아이

디어(big ideas)를 제안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가 “자료는 구조와 변이성

으로 이루어진다”(p.8)는 아이디어이다. 예를 들어, 자료값()은 평균()과 

같은 하나의 수에 편차()를 더한 형식, 즉    으로 모델링13)될 수 

있다. 이때, 자료의 구조는 산술평균과 같은 수학적 모델로 표현될 수 있

고, 자료의 변이성은 산술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의미한다. 즉, 통계적 

모델은 자료의 경향성을 보다 철저하게 설명하기 위해 평균과 같은 수학

적 모델에 변이성을 결합시킨 형식을 취한다(ibid). 자료의 구조적 특성을 

표현하는 수학적 모델은 자료의 일부 측면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소 

13) 이변량 자료값  에 대한 통계적 모델은    로 표현될 수 있

다. 여기서 는 자료의 구조를 설명하는 함수이고 은 함수 로부터

의 편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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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지만, 통계적 모델은 자료의 구조에 변이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수학적 모델의 한계를 보완한다.  

  우정호(2017)는 “학교수학에서 주요한 통계적 개념은 자료의 중심경향

성의 측도인 평균과 자료의 변이성의 측도인 산포도이나, 전자를 과도하

게 강조하고 후자의 중요성에 그리 주목하지 않는다”(p.258)고 지적하였

다. 그는 학생들에게 변이성을 시각화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탐구할 기회

를 제공하고, 그러한 측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Shaughnessy(2007)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이성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 스펙트럼14)을 보고

한 바 있는데, 즉 오직 특이점에만 주목하는 것에서 가능한 결과들의 전

체 범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그다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likely) 

일부 범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발전된다. 이는 이후 변이성의 측도 

개념 형성의 전조로 사용되며, 결국 학생들은 중심과 퍼짐 측도를 이용

하여 변이성을 계량화해나간다(p.984-985).  

  한편, 학생들은 자료값, 자료집합, 통계량과 같이 다른 수준의 통계적 

대상을 학습 단계에 따라 접하게 되는데, 각 수준의 통계적 대상들 사이

에는 그 나름대로의 변이성이 존재한다. 가령, 어떠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각 표본의 자료값들 사이에 변이성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경

우의 표본들 사이에 변이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표본들에서 

구한 통계량들 사이에서도 변이성이 존재한다(Saldanha & Thompson, 

2002). Thompson et al.(2007)은 학생들이 모집단 내의 변이성, 표본 내의 

변이성, 표본들 간의 변이성, 표본 통계량들 간의 변이성과 같이 다른 종

14) Shaughnessy(2007)는 학생들이 변이성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개념 유형을 8가
지로 구분하였다.  

  ・ 특이점과 같은 특정한 값의 변이성

  ・ 시간에 걸친 변화로서의 변이성
  ・ 전체 범위로서의 변이성
  ・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범위로서의 변이성
  ・ 평균과 같이 고정된 값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또는 차이로서의 변이성
  ・ 잔차(residuals)의 총합으로서의 변이성
  ・ 공변동 또는 연관성으로서의 변이성
  ・ 분포로서의 변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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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변이성을 구별하여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209). 

Pfannkuch(2008)는 학생들이 실제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반복 추출해봄으

로써 각 자료집합 내에 존재하는 자료의 변이성과 여러 가지 자료집합들 

간에 존재하는 변이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변이성에 

대한 감각과 분포 이미지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2.1.2. 분포

통계에서는 변이성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분포(distribution)를 사용한다. 

Wild(2006)에 따르면, “통계학자는 분포라는 렌즈를 통하여 변이성을 탐

색한다”(p.11). Kader et al.(2019)는 초・중학생들의 통계적 사고를 개발시

키기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네 가지 핵심 아이디어(big ideas)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분포는 자료의 변이성을 기술한다”(p.8)는 

아이디어15)이다. 그들은 이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포로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자료값이 무엇인지, 각 자료값

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자료의 변이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통계

에서 자료분석은 자료의 수치적 요약을 계산하고 분포를 나타내는 표와 그

래프를 탐구하여 변이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우리는 제기된 질문, 수집한 

자료의 유형,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변이성의 성격에 따라 어떤 표현과 요

약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p.8) 

분포는 보통 표나 그래프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료 표현 그 자체가 분

포라고 혼동할 수 있지만(Shaughnessy, 2007), 분포는 하나의 개념적 실체

(entity)이다(Hancock et al., 1992). 

Bakker & Gravemeijer(2010)는 자료와 분포 사이의 관계를 [그림 Ⅱ-2]

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분포는 여러 개의 면으로 이루어

진 다면체처럼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심, 퍼짐, 밀도, 왜도 등의 개념

15) Peck et al.(2019)은 이 아이디어를 통계적 추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아이디어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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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 개념들 각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Huey(2011)는 분포는 중심적인 통계적 개념(예. 중심, 퍼짐, 밀도, 왜도, 

특이점의 측도)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이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

는 통합적 구조의 역할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자료의 중심, 퍼짐, 형태 등을 비형식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변이성과 

분포의 개념을 개발하며, 자료를 국소적으로 조망하는 것에서 전반적으

로 조망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분포에 대한 그래프 표현에서 전반적인 형태는 분포의 다양한 

개념적 측면들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분포의 형태가 

한 개의 봉우리를 갖는 대칭형인 경우 분포의 중심 위치와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한 가운데 있음을 암시한다. 반대로, 분포의 형태가 비대

칭인 경우 분포의 중심 위치는 산술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형태에 대한 추론은 분

포에 대한 추론을 뒷받침한다(Bakker, 2004b).

다음 절에서는 기술통계 개념이 ISI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3.2.1.3.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위한 기술통계 

앞서 살펴본 ISI의 요소 중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및 ‘자료의 전체

적 속성을 이용한 추론’ 요소(Makar & Rubin, 2018)와 ‘사전지식에 의지

하고 활용하며 통합하는 것’(Zieffler et al., 2008)은 기술통계와 밀접하게 

분포
(개념적 실체)

중심
산술평균, 중앙
값, 중간범위, ...

퍼짐
범위, 표준편차, 
사분위수범위, ...

밀도
도수, 상대도수, 
다수, 사분위수

왜도
다수 자료의 위
치

자료
(개개의 값들)

[그림 Ⅱ-2] 자료와 분포 사이의 관계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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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을 맺는다. De Vetten et al.(2018a)은 ISI의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요소를 ‘자료의 사용’ 측면과 ‘자료에 대한 기술’ 측면으로 구별하였다. 

이때, ‘자료의 사용’ 측면은 추리를 할 때 전통적인 지식이나 개인적 신

념 및 경험이 아닌 주어진 자료에서 얻은 증거에 기반한다는 것을 말하

고, ‘자료에 대한 기술’ 측면은 주어진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전에 자

료의 중심, 퍼짐, 분포의 형태를 기술하는 것과 같이 표본 자료를 기술적

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요소는 추리

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표본 자료를 기

술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Rubin et al.(2006)은 학생들이 ISI를 위해 표본 자료를 기술적으

로 분석할 때 자료의 전체적 속성인 신호와 소음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신호16)는 평균 또는 선형함수와 같은 수학적 모

델에 반영된 일정한(constant) 원인을 말하고, 소음은 신호 주위에 변이성

을 일으키는 변동(variable) 원인을 말한다. 또한, Rubin et al.(2006)은 학

생들이 자료로부터 추리할 때 자료의 전체적 속성인 변이성(소음)을 일

으킨 다양한 원인17)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ISI의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이용한 추론’ 요소는 자료의 전체적 속성인 

대푯값과 변이성 및 분포와 같은 기술통계 개념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활

동을 함의한다. 

  한편, Zieffler et al.(2008)은 학생들의 ISI 능력을 조사할 수 있는 세 가

지 과제 유형 및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안하였다. 또한, 그들

은 세 가지 과제 유형 각각에 포함된 ISI의 요소를 다음 <표 Ⅱ-5>와 같

이 구체화하였다. Zieffler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세 가지 유형의 과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에서 기술통계 개념은 ISI를 위한 토대가 된

다. 먼저, Zieffler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첫 번째 유형의 과제는 

16) Rubin과 그의 동료들이 언급한 자료의 ‘신호’라는 용어의 의미는 Peck et 
al.(2019)이 언급한 자료의 ‘구조’라는 용어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17) Rubin과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변이성은 측정 오차에서 비롯되거나(측정변
이성) 표집을 통해 발생할 수 있고(표집변이성), 다양한 원인들이 독립적으
로 또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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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ker(2004a)가 제안한 표본 키우기(growing a sample) 활동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Bakker(2004a)는 자료, 변이성, 분포, 표집과 같은 통계적 개

념에 대한 추론을 개발시키기 위해 ‘표본 키우기’18)라 불리는 학습경로

를 고안한 다음(<표 Ⅱ-6> 참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실험을 수행

하였다. <표 Ⅱ-6>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표본 키우기 활동을 통해 

ISI에 참여할 때 표본 자료의 그래프, 대푯값, 변이성 및 분포의 형태와 

같은 기술통계를 토대로 모집단의 분포를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18) Bakker(2004a)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실험에서 표본 키우기 활동은 
학생들이 큰 표본일수록 더욱 안정적이며 모집단을 더 잘 나타낸다는 사실
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Bakker & 
Gravemeijer(2010)는 학생들이 표본 키우기 활동을 통해 표본의 크기가 커짐
에 따라 점점 안정되는 자료집합의 전체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더욱이, Ben-Zvi(2006)는 표본 키우기 활동으로부터 학생들의 추론
이 가법적 추론에서 승법적 추론으로 변화되고, 개개의 자료에 맞추어진 초
점이 자료집합의 전체적 속성으로 이동하며, 큰 표본의 역할을 인정하며, 
변이성의 원인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발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표 Ⅱ-5> 세 가지 유형의 과제에 포함된 세 가지 ISI 요소 (p.52)

과제의 유형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세 가지 요소

판단하거나 예측하기 사전지식을 사용하거나 통합하기 증거에 기반한 논거

를 말로 표현하기

모집단 그래

프를 그리고 

추정하기

학생이 그린 그래

프에서 나타나는 

모집단의 특성(형
태, 중심, 퍼짐)을 

예측하기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직관적인 또는 이전에 배운 지

식과 언어를 사용(형태에 대한 

아이디어, 치우친(skewed)과 같

은 말)

모집단 그래프의 

특성은 어떻게 선

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두 표본 

비교하기

두 모집단 간에 차

이가 있는지 판단

하기; 표본 자료에

서 유사점 또는 차

이점에 근거해서 

두 표본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직관적인 또는 이전에 배운 지

식과 언어를 사용(두 집단 간의 

변이, 각 집단 내에서의 변이)

학생들이 두 모집

단에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을 요구하기 

경쟁하는 두 

모델(또는 주

장) 사이에서 

판단하기

표본 자료가 한 모

델을 다른 모델보

다 더 잘 뒷받침하

는지 판단하기 

경쟁하는 두 모델 사이에서 판

단을 내리기 위해 직관적인 또

는 이전에 배운 지식과 언어를 

사용

학생들이 경쟁하는 

모델에 비하여 한 

모델을 선택한 이

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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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ffler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두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Pfannkuch(2006b)는 두 표본 비교하기 과제를 이용하여 한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그가 사용하는 비교 전략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ISI와 관련된 

추론 모델(<표 Ⅱ-4> 참조)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 요약, 이동, 퍼짐, 
신호, 개별사례와 같은 추론 요소는 모두 대푯값, 변이성, 분포의 형태와 

같은 기술통계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Pfannkuch와 유사하게, 박민선 외

(2011)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두 표본 비교하기 과제를 통해 ISI에 참여

할 때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

생들이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자료값, 비교기준, 퍼짐, 표본과 같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ISI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정연, 이경화(2017)은 두 표본 비교하기 과제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들의 ISI의 수준과 각 수준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로부

터 <표 Ⅱ-7>와 같이 학생들의 ISI 수준과 특징을 요약하였다. 그들에 따

르면, 가장 높은 ISI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분포의 다각적인 측면들을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추리”(p.542)한다. 이때, 그들이 말하는 ‘분포의 다

각적인 측면’은 분포의 중심, 퍼짐, 밀도, 형태 등을 의미하며, 이 여러 

<표 Ⅱ-6> 표본 키우기 활동의 학습경로 (pp.69-73) 

순 내용

도입

지난주에 우리는 풍선 기구 조종사를 위해 예상하여 만든 자료의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실제 몸무게 자료를 

살펴보고, 그래프의 형태와 관련하여 표본의 크기 효과를 조사한다. 

첫 번째 

주기

1. 10개 자료의 그래프를 예상하여 그려보시오. 
2. 우리는 크기가 10인 세 가지 다른 표본을 보았다. 이 세 가지 표본은 자

신이 예상한 것과 다른가?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주기

3. 우리는 이제 표본이 커짐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것이

다. 27명의 표본(한 교실)과 67명의 표본(세 교실)을 예상해보시오. 
4. 이제 각각 다른 크기의 실제 표본을 살펴본다. 차이를 설명해보시오. 이
때, 대다수, 특이점, 퍼짐, 평균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주기

5. 같은 지역에 사는 모든 8학년의 표본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이때 점으로 

나타낼 필요 없고, 그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6. 자신의 그린 그래프를 설명하고 왜 그런 형태로 그렸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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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개념들을 서로 관련시켜 추론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상으로부터, 학생들은 ISI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 주어진 표

본 자료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평균 또는 중앙값과 같은 

전체적 측도와 변이성 및 분포와 같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통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3.2.2. 표본

통계에서는 표본 조사에 의존하여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으므로 신

빙성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표본의 추출은 통계적 추리의 핵심적인 요소

이다(우정호, 2017). 특히, ISI의 사고 요소 중에서 ‘표본에 기초하여 모집

단에 대해 판단하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Zieffler et al., 2008), ‘추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Makar & Rubin, 2009) 요소는 

ISI에서 표본 개념의 중요성을 명시한다. 즉, 표본 개념을 가지고 있지 

<표 Ⅱ-7> 두 표본 비교하기 과제에 대한 ISI 수준

수준  각 수준에서의 특징

0
자료나 맥락에 기초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타

당하지 않은 추리를 함.

1
개별적인 자료값의 비교 또는 절대도수에 기초하여 비교함. 자료집합을 

개별적인 자료값들의 합으로 인식하며 자료에 대한 국소적 관점을 가짐.

2
중심, 변이, 형태와 같은 분포의 여러 측면들 중 한 측면에 주목하여 

비교함. 자료에 대한 국소적 관점에서 전체적 관점으로 전환됨. 자료와 

맥락에 기초하여 추리함.

3
분포의 다각적인 측면들에 주목하여 비교하고 비율적인 추론을 사용함.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지만 통계적 개념들을 통합하지 못

함. 자료와 맥락에 기초하여 추리함.

4
분포의 다각적인 측면들에 주목하고 통계적 개념들을 통합하여 추리함.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며 자료와 맥락에 기초하여 추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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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학생들의 ISI는 제한적이다(Dierdorp et al., 2016). 이에 따라, 이하에

서는 ISI를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표본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

를 살펴본다.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은 본질적으로 통계적 추리 과정을 내포한다

(Makar & Rubin, 2009). 다양한 분야마다 통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 중에서 일부를 추

출하여 통계적 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가능

한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집합을 모집단(population)이라 하며, 통계적 처

리를 위하여 모집단에서 실제로 추출한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집합을 표

본(sample)이라 한다”(김우철 외, 2018a, p.4). 설정한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필수적인데, 이때 수집한 자료는 

통상 표본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해 추

리하게 된다. 즉, 표본은 통계적 추리의 대상인 모집단을 알기 위한 수단

이 된다.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만

들어진 모집단에 대한 주장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통계학

자들은 통계적 추리를 통해 얻은 주장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도 보다 신빙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바람직한 표본의 선택에 주

목한다. 통계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표본 선택은 변이성의 편재와 

편향의 잠재성에 유의하여 모집단을 최대한 잘 대표하면서도 최소 크기

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다.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

는 방법에 대해 통계학에서 제시하는 답은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

라”19)(성내경, 1997, p.21)는 것이다. 

무작위 표본은 무작위성(randomness)20) 개념을 적용하여 추출한 표본을 

19)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은 흔히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산출하지 못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섞이지 않은 우연현상으로 
표본을 선택하게 하는 것, 곧 비개성적인 확률이 표본을 선택하게 하는 것
이다(우정호, 2017, p.268).

20) 무작위성은 자료에 대해 빈도적 관점에서의 확률적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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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데, 통계에서 무작위 표본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록 작은 표본이라

고 하더라도 모집단을 잘 대표하기 때문이다. 무작위 표본은 모집단의 각 

원소가 추출될 가능성이 같도록 동확률의 원리에 근거하는데(우정호, 

2017), 이것은 자료에 대한 주관적 간섭을 피하여 객관적 결론을 유도하

려는 통계적 원리이다(성내경, 1997). 이와 관련하여, Rubin et al.(2006)은 

ISI를 위한 자료산출을 설계할 때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 편향될 가

능성을 없애기 위해 무작위성 개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Peck et al.(2013)은 통계적 추리를 위한 필수 이해로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을 사용하면 모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보미(2018)는 표본에 대해 추론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Franklin et al.(2005)은 통계에서 무작위성 개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작위화(randomization)는 표본 선택 및 개체 할당에 있어 편향을 제거하

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무작위화는 표집 또는 실험의 결과에서 우

연에 의한 변이성을 일으키고, 이 우연변이성은 확률모델을 통해 묘사될 

수 있다. ... 확률은 무작위로 뽑은 한 개의 표본 결과가 어떨지를 설명하

지 못하지만 표집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였을 때 생성된 표본들 사이에 존

일종의 질서이며, 통계학자는 추론의 기초인 자료에 그러한 질서를 도입하
기 위해 자료산출을 위한 설계에서 우연과정을 도입한다(우정호, 2017). 확
률에 대한 빈도적 관점에 따르면, 무작위 표집 또는 무작위 비교실험에서 
동일한 시행을 충분히 반복하였을 때 어떤 사건의 상대도수는 안정화된다. 
Bernoulli는 이처럼 상대도수가 안정화되어 가는 수치가 고전적인 확률과 관
련된다는 사실(즉, 큰 수의 법칙)을 증명함으로써 확률은 무작위 사건의 객
관적 특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Batanero, Henry, & Parzysz, 2005). 즉, 
무작위 현상에서 개개의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충분히 많은 횟수로 반복된 
사건의 결과는 규칙적인 패턴을 갖고, 무작위 비교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결
과가 나타날 수 있고 실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결과는 결정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그 결과의 분
포는 예측가능하다(Langrall & Moone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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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변이성을 설명할 수 있다. 통계학자들은 무작위화를 통해 관측 결

과가 우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의 영향 때문인지를 설명하고

자 한다. 이것이 곧 통계적 유의성의 아이디어이다. (p.9)

이와 유사하게, 우정호(2017)는 자료를 무작위로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 

설계는 필연적으로 확률 모델을 수반하게 되고, 이에 따라 표본에 대한 

추론에서 확률적 사고가 관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다. 즉, 무

작위성 개념은 표본 선택 시 편향을 제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확률 이

론에 기초한 통계적 추리를 위한 전제가 된다.  

Saldanha & Thompson(2002)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통해 모수가 이미 알려진 모집단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반복 추출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을 설계21)하여 교수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

고한 바 있다. 그들은 표본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표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모집단의 준비례적 축소 버전(a quasi-proportional, small-scale version of 

population)’으로서의 표본 개념은 포괄적인 이미지이다. 이 개념은 표집을 

반복하는 이미지와 표집분포에 대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표본 통계량의 변

이성의 이미지를 수반한다. 이와 대조되는 다른 표본 개념은 단순히 ‘모집

단의 부분집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것은 표집의 반복가능성과 표집

분포로 확장되는 표집변이성의 아이디어가 결핍된 이미지이다(p.257).  

 

그들은 모집단의 준비례적 축소 버전으로서의 표본 이미지와 모집단의 

부분집합으로서의 표본 이미지를 각각 표본에 대한 승법적 개념

(multiplicative conception of sample, 이하 MCS라고 표기함)22)과 가법적

21) Saldanha & Thompson(2002)은 이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를 강
조하였다.  

 ・무작위 표집은 동일한 조건(표본의 크기, 표집방법, 같은 모집단)에서 반복
될 수 있다.

  ・표집 결과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조건의 표본 결과들의 모음에서 나타나는 
상대도수의 패턴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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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 개념이라고 일컬었다(ibid, p.268). 표본에 대한 가법적 개념을 

가진 학생들은 모집단과 표본을 단지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인식하기 때

문에 모집단과 표본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다수의 표본을 다

수의 부분집합으로 인식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다수의 표본들의 이미지

를 곧잘 전체 이미지로 바꿔 인식하고 표본 통계량이 모수의 참값을 중

심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ibid, pp.264-265). 반면, MCS

를 가진 학생들은 모집단과 표본 사이의 유사성(quasi-proportionality)을 

인식하고 다수의 표본들 각각을 모집단에 대한 준비례적 축소 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Saldanha와 Thompson은 MCS를 [그림 Ⅱ-3]과 같이 도

식화하였는데, 이는 모집단 분포(Population)에서 무작위로 반복 추출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Sample 1, Sample 2, …, Sample N)을 통해 표집변

이성을 시각화하고 개개의 표본들로부터 구한 표본 통계량이 모두 다르

지만 모수의 참값(모비율 ) 주위에 분포한다는 사실을 시각화해준다. 

즉, MCS를 가진 학생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추출된 표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이성을 인식하고 개개의 표본들의 구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표본들의 모음에 대한 이미지와 표본이 달라짐에 따라 각 표본의 통계

량도 달라지는 이미지를 위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MCS를 가진 

학생들은 모집단에서 반복적으로 표집하는 이미지와 표집 결과로 생성된 

표본 통계량을 기록하는 이미지, 수많은 표본 통계량 자체가 다양한 가

22) Cobb(1999)은 학생들의 분포 개념의 발달을 겨냥한 교수실험에서 자료에 대
한 추론 방식을 가법적 추론과 승법적 추론(Thompson, 1994)으로 구별하고 
자료에 대한 가법적 추론에서 승법적 추론으로의 변화를 통계적 관점의 발
달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료에 대한 가법적 추론의 특징은 자료집합의 
부분에 있는 자료의 개수에 초점을 두고 추론하는 것인 반면, 승법적 추론
은 자료집합의 부분에 대한 전체 비율을 고려하여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적으로 추론하는 학생들은 자료집합의 부분을 볼 때 개개의 자료들의 
모음으로 인식하는 반면, 승법적으로 추론하는 학생들은 부분을 자료집합내
의 상대적인 비율을 고려하고 자료의 전반적인 분포 상태에 주목한다. 
Konold et al.(2015)에 따르면, 자료집합을 가법적으로 추론하는 학생들은 자
료를 국소적으로 조망하는 반면, 승법적으로 추론하는 학생들은 자료를 전
체적으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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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하에서 계속 누적되면서 표본 통계량의 분포를 구축하는 이미지를 

상호 연결된 스키마23)로 구성할 수 있다(ibid, pp.260-267). Saldanha & 

Thompson(2002)은 학생들이 이 상호 연관된 이미지들의 스키마를 구성한 

경우 통계적 추리를 학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았다. 즉, 

MCS를 습득한 학생들은 한 개의 표본 결과를 모든 가능한 표본 결과로 

만들어진 표집분포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불

확실성을 감안하면서 하나의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해 추리할 수 있

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표본 한 개를 추출하여 이를 근거로 미지의 모집단에 대해 추

리하는 것은 통계적 추리의 핵심이다. 통계적 추리는 한 개의 불완전한 

23) 탁병주(2017)는 Saldanha와 Thompson이 제안한 MCS를 “반복가능성, 대표성, 
무작위성, 변이성, 분포 등 매우 다양한 통계적 개념들이 상호 관련하여 하

나의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는 개념”(p.111)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림 Ⅱ-3] MCS에 대한 도식화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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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불가피하지만, 반복 

표집을 통해 얻은 수많은 표본들의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특정 조건의 표

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를 대략 검사해볼 수 있다. 이때, 통계적 추

리를 위한 표본 개념을 습득하기 위해 무엇보다 무작위 표집의 우연변이

성(chance variability)에서 비롯되는 표집변이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무작위 반복 표집 상황에서 발생하는 표집변

이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3.2.3. 표집변이성

 

기술통계와 추리통계, 표본과 모집단, 그리고 기지의 표본 분포에서 발

견한 특성이 미지의 모집단 분포의 특성을 추정하게끔 한다는 이해가 구

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적 추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Pfannkuch et al., 2012). 일반적으로, 무작위 추출 방법과 적당한 크기의 

표본을 사용하면 대표성을 띠는 표본을 얻을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표본 분포의 특성에 기초하여 모집단 분포의 특성에 대해 타당한 추리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통계적 추리를 출현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표집변이성24)이다(Wild et al., 2011). Wild et al.(2011)는 

통계적 추리는 표집변이성으로 인해 생겨난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확률 이론을 토대로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통계적 추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개발되는 교수적 자원은 오로지 표집변이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24) 표집에 대한 추론의 핵심은 두 가지 관련 아이디어, 즉 표집대표성(sampling 
representativeness)과 표집변이성(sampling variability)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haughnessy, 2007). Rubin, Bruce, & Tenney(1991)에 
따르면, 표집대표성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은 대개 모집단과 유사한 속
성을 가질 것”(p.314)이라는 아이디어인 반면, 표집변이성은 “모집단에서 뽑
은 표본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표본은 모집단과 일치하지 않는
다”(ibid)는 아이디어이다. 그들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
들이 표집대표성과 표집변이성 사이에서 심적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또한, 표집대표성에 너무 의존하는 학생들은 표본 한 개가 모집단의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고 생각하는 반면, 표집변이성에 너무 의존하는 학생
들은 표본 한 개는 모집단에 대해 어떤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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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Garfield & Ben-Zvi(2008)는 통계적 추리의 

근간을 “변이성에 대한 고려”(p.273)라고 언급하며, 표집변이성이 통계적 

추리 개념을 만든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학생들이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 전반에서 표본들 간의 변이성을 살펴보고 이를 설

명해보는 경험을 해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표본이 모집단과 어떻게 관

련되는지, 그리고 표본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표집변이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Tversky & 

Kahneman(1971)에 따르면, 표집에 대한 오해는 대학생들과 전문가들에게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무작위 표집에 대한 강한 직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직관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다. 이러한 직관은 순수한 피험

자와 훈련받은 과학자들 모두에게 일관되며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이러한 

직관이 적용되면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한다 ... 사람들은 모집단에서 무작

위로 추출된 표본을 완전히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집단의 

모든 기본적 특성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25)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특정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어떤 두 표본도 표집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더 유

사하고 모집단과도 더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p.24) 

그들은 대학생들로부터 발견한 이러한 유형의 오해를 ‘큰 수의 법칙’

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작은 수의 법칙’이라고 일컬었다. Tversky & 

Kahnemann의 연구에 이어, Rubin et al.(1991)은 사람들이 표본을 전체 중 

작은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작은 표본에 대해 과도한 확신

을 갖는다는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Kahnemann, Slovic & 

Tversky(2010)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릴 때 표본들의 

25) Tversky & Kahneman(1971)은 이러한 인간의 일반적인 오류를 대표성 전략
(representativeness heuristics)라고 명명하였다. 즉, 대표성 전략은 크기에 상관
없이 표본은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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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경향을 무시하고 단일 표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 주장을 강화하는 증거가 Konold(1989)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반복실험으로부터 얻은 정보보다는 인과

적(causal) 설명에 근거하여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결과

적 접근(outcome approach)26)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표집대표성과 표집변이성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을 조사하는 연구에 천착하였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Rubin et 

al.(1991)의 연구에서, 그들은 학생들이 표본과 모집단 간의 관계와 배치

되는 모델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특정 모집단으로부

터 생성된 표본들의 분포에 대한 사고 경험이 부재한 학생들은 표집변이

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Well, Pollatsek 

& Boyce(1990)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체국 문제를 개발하여 그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미국 남자는 18세가 되면 지역 우체국에 시민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자

신의 신장을 기록해야 한다. 18세인 전체 미국 남자의 평균키는 175cm이

라고 한다. 1년 동안 매일 어느 작은 도시의 우체국A에는 대략 25명의 남

자가 등록하였고, 큰 도시의 우체국B에는 대략 100명의 남자가 등록하였

다. 각 우체국에서는 매일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날 등록한 남자들의 평

균키를 계산하였다.

1) 매일 등록한 남자들의 평균 키가 175cm에 더 가까운 우체국을 선택하

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매일 등록한 남자들의 평균 키에 대해 183cm이상인 날수가 더 많은 우

체국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Ben-Zvi & Garfield, 2010, p.374을 수정함)

26) 결과적 접근 전략은 사람들이 확률을 반복하여 일어나는 사건의 분포가 지
니는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행한 결과를 예측하는 도구
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신보미, 2018, p.107). 결과적 접근 전략을 따르는 
학생은 사건의 확률을 예측하도록 하였을 때 ‘어떤 결과도 일어날 수 있다’
고 답하거나, 확률이 0에 가까우면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1에 
가까우면 확실히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한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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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첫 번째 문항의 의도는 작은 표본에 견주어 큰 표본의 정확

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항은 작은 표본 평균이 큰 표본 평균

보다 모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특정값 이상의 값(즉, 정규분포의 꼬리 부

분)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는지 조사해보는 것이다. 

Well et al.(1990)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첫 번째 문항에서 높은 정답률

을 보인 반면, 두 번째 문항에서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 그들은 대학생들이 두 번째 유형의 질문보다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을 

받았을 때 표본의 크기 효과를 더욱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 Chance et al.(2010)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표집대표성

보다 표집변이성을 더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Well et 

al.(1990)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통계적 직관이 항

상 부정확한 것은 아니며 세심히 설계된 교수법을 통해 올바른 개념을 

개발시켜나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Well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이래로,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을 실증적으

로 조사한 여러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표집변이성 개념을 제

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Bakker, 2004a; Chance et al., 

2010; Pfannkuch, 2007, 2008; Saldanha & Thompson, 2002). 이에 따라 여

러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표집변이성에 대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Garfield & Ben-Zvi, 2008; Lane-Getaz, 2006; Pfannkuch, 2006b; Saldanha 

& Thompson, 2002; Watson, 2010). 특히, Pfannkuch(2007)는 학생들의 ISI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실제로 표집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경험을 제공하

여 표집변이성 및 표본의 크기 효과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학생들의 ISI를 개발시키기 위해 자료 표

현을 해석할 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게 하고, 가능한 한 

그래프 상에 자료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표집 행동(sampling 

behaviour)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fannkuch(2008)는 표집변이성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Ⅱ-4]과 같이 표집변이성에 대한 사고틀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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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표집변이성에 대한 사고가 일어날 때 표본의 크기 효과, 무작위 

과정, 분포, 직관적 신뢰구간,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 사이의 관계와 

같은 다양한 이미지와 개념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이 틀은 표본의 크기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분포 및 직관적 신뢰구

간의 이미지를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 두 가지 이미지는 무작위 

과정의 개념과 함께 작용하면서 결국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표본의 크기 효과 이미지 무작위 과정의 개념

분포 이미지 직관적 신뢰구간 이미지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의 관계 이미지

[그림 Ⅱ-4] 표집변이성에 대한 사고틀 (Pfannkuch, 2008, p.4) 

  [그림 Ⅱ-4]에서 Pfannkuch가 제시한 표집변이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

지27)(image)에 대한 아이디어는 Liu & Thompson(2007)의 연구에서 차용

한 것이다. Liu & Thompson(2007)은 교사가 가진 확률에 대한 스토캐스

틱28) 개념(stochastic conception)에 대해 조사하여 세 가지 사고방식을 제

27) 이미지는 시각적 사고의 도구이며, 적절한 시각적 자극이나 마음속에 이미 
축적된 정보로부터 ‘본 것’에 대하여 떠올리는 마음속의 표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
람의 얼굴 생김새나 피부색 같은 외양적인 모습과 함께 ‘활달하다’, ‘조용하
다’ 등의 특징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때 전자의 경우는 시각적인 이미지에 
후자의 경우는 비시각적인 이미지에 속한다(고은성, 이경화, 송상헌, 2008, 
p.64).  

28) stochastic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stochastic process”라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작위 과정(random process)”과 유사한 의미를 갖
는다(Pfannkuch et al., 2012). stochastic의 사전적 정의는 “통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 확률분포를 갖는 것”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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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확률에 대한 스토캐스틱 개념을 가지고 있

는 사람들은 1) 잠재적인 반복 가능한 과정을 상상할 수 있고, 2) 이 과

정의 조건과 실행을 가변적인 결과들의 모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해하며, 3) 이 과정의 결과로 생성되는 분포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

(Liu & Thompson, 2007, p.56). Pfannkuch(2008)는 통계적 추리 개념과 확

률의 스토캐스틱 개념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스토

캐스틱 개념의 세 가지 사고방식을 통계적 추리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확률에 대한 스토캐스틱 개념의 세 가지 사고방식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표집변이성 개념과 관련되고, 두 번째는 표집을 무작위 과정

으로 상상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특히, 두 번째 요소와 관련

하여 학생들은 표집을 표집변이성 개념과 관련시켜 이해하기 위해 모집

단에서 표본을 반복 추출하는 상황을 무작위 과정(random process)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Garfield & Ben-Zvi(2008)는 표집

변이성에 대한 이해는 무작위성 및 가능성(chance)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

디어 또는 빈도적 관점의 확률(probability)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고 주장하였다(p.237).  

한편, 이상의 논의로부터 ISI의 요소 중 ‘추리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확률적 언어의 사용’(Makar & Rubin, 2009) 요소는 표집변이성 개

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실제로, 몇몇의 연구자들은 

ISI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표집변이성, 표

된다(Oxford dictionary, 2019). 류근관(2013)은 상자에서 무작위로 숫자 카드
를 복원추출하여 나온 숫자들의 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생각하는 상황
을 예로 들어 stochastic process를 설명한 바 있는데, 이때 추출한 숫자들의 
합에 들어 있는 우연변이성을 통해 stochastic process에 존재하는 확률오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pp.242-244). 이로부터 stochastic이라는 단어는 
무작위성의 의미를 핵심으로 담고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교
육연구에서는 stochastic이라는 단어를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로 정의한다(Shaughnessy, 1992). 
Chernoff & Russell(2014)은 stochastic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로 무작위
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무작위성 및 확률과 통계”(p.343)라고 정의
하였다. 본고에서는 stochastic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워 원어
의 한글 발음대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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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대표성, 표집방법, 표본의 크기와 같은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Ben-Zvi, Aridor, Makar & Bakker, 2012; Braham et al., 2013; 

De Vetten et al., 2018a, b). 예컨대, De Vetten et al.(2018a, b)은 ISI의 불

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추리의 불확실성의 근원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불확실성의 표현 요소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하위 요소로 구분하고 각 하위 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1) 표집변이성: ISI는 표집변이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즉, 표집대

표성을 고려하여 추출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들은 서로 유사하기 때

문에 추리를 위해 한 개의 표본이 사용될 수 있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추리는 표본 평균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표집분포의 측면

을 사용한다. 이러한 안정적인 측면은 모집단 분포에 대한 신호로 작용

할 수 있다. 

2) 표집방법: ISI에는 대표성을 띠는 표본을 얻기 위해 무작위 표집과 그 의

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3) 표본의 크기: ISI에는 대표성을 띠는 표본을 얻기 위해 표본의 크기와 그 

의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4) 불확실성: ISI에는 불확실성이 반드시 표현되며, 사용된 표본 분포 및 표

본의 크기와 같은 조건이 추리의 확실성을 암시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주어진 표본 분포에서 자료가 중심에서 더 많이 

퍼져 있을수록 추리의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고 판단하거나 더 큰 표본

에 근거한 추리는 더 높은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De Vetten et al., 2018b, p.219)  

요컨대, ISI의 불확실성은 표집변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표본들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이해는 추리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하

기 위한 전제가 된다. 또한, 표집변이성 개념에 대한 이해는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표본 분포의 안정적인 

특성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의 표본에 기초하여 모집단 분포의 

특성을 추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습득하게 한다. 또한, 표집변이성에 대

한 추론은 표본의 크기 효과, 분포, 직관적 신뢰구간, 무작위 과정,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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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와 모집단 분포 사이의 관계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을 서로 관련지어 

사고하는 것으로, 이것은 ISI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다음은 표집변이성을 탐색하고 기술하는 도구로서 표집분포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3.2.4. 표집분포

표집분포(sampling distribution)는 통계적 추리에 대한 학습에 기초가 되

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Cobb & Moore, 1997). 대개, 통계과정에서는 표

집분포가 통계적 추리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표집분포를 지

도한 다음 가설검정 및 신뢰구간과 같은 통계적 추리에 대한 학습으로 진

행된다. 우정호(2017)는 “무작위 표집은 자료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확률 이론에 기초한 추리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같은 모집단에서 반복 추출된 표본이나 같은 상황에서의 반복

실험에서 얻은 통계량은 확률변수로 간주될 수 있으며 통계량의 우연변이

성은 표집분포로 기술된다”(pp.268-269)고 언급하였다. 또한, Chance et 

al.(2010)는 표집분포를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크기로 무작위 추출한 모든 

표본 통계량들의 분포로서 일종의 확률분포29)라고 언급하였다(p.259). 

한편, Shaughnessy(2007)는 “표집분포라는 용어가 한편으로 주어진 모

집단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표본 통계량의 무한 확률분포를 의미

하고, 다른 한편으로 유한 번의 반복 추출된 표본 통계량으로부터 만들

어지는 유한의 도수분포를 의미한다”(p.968)고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하

게, Kader et al.(2013)는 표집분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표집분포는 표본 통계량의 표집변이성을 묘사한다. 예를 들어, 표본 평균

의 표집분포는 모집단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들 각

29) 표본공간 위에 정의된 실수값 함수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라 하고, 확
률변수 의 값에 따라 확률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합이 1인 양수로써 
나타낸 것을 확률변수 의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라고 한다(김우
철, 2018b,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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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구한 평균들의 분포이다. ... 우리는 표본의 모든 경우를 볼 수 없

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들을 선택하여 표집분포와 유사한 근사 

표집분포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 표집분포(empirical sampling 

distribution)라고 부른다. (p.71)    

Kader와 그의 동료들은 학생들이 표집변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표

본 통계량을 변수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변이성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경험적 표집분포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마찬가지로, Garfield & Ben-Zvi(2008)는 학생들이 확률분포 이론

에 기초한 이론적 표집분포를 배우기 전에 물리적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통해 만들어진 경험적 표집분포를 탐색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특히, 그들은 표집분포 개념이 다음과 같은 통계적 개념들을 바탕으

로 하며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표집분포와 관련된 주

요 개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분포 및 변이성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표집변이성(개개의 표

본들이 얼마나 다른지)과 표집분포(모집단에서 일정한 크기의 표본을 뽑을 

때 가능한 모든 표본 통계량의 이론적 분포)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중심 아이디어(표집분포의 평균에 대한 이해)와 모델 아이디어(특정한 조

건에서 표집분포에 적합한 모델로서 정규분포) 또한 관련된다. 또한, 우리

는 시뮬레이션을 통하거나 직접 수집한 자료의 경험적 표집분포를 이론적 

표집분포와 유사하게 해석한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이론적) 표집분포라

고 부르는 대신 500개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일컫는다. (p.237)

  

  Cobb & Moore(1997)는 표집분포 개념이 통계적 추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아이디어이지만 확률분포로서의 표집분포 개념에서 비롯되는 

통계적 추리의 원리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그들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형식적인 확률분포 이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통계적 추리를 이해하기 위한 

대안적인 지도 방식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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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심적 접근을 통해 형식적인 확률분포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통계적 추리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도수분포표로부터, 

그리고 실제적인 우연현상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한 경험을 통해 확률

분포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으며, 자료를 살펴보는 경험을 통

해 우연현상이 반복되어 얻어지는 결과의 무작위성과 표본 평균의 분포 

개념 역시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표본 평

균의 분포에 대한 직관에 의존하여 통계적 추리의 아이디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우정호, 2017, p.305에서 재인용함)

  

  요컨대, 표집분포는 통계적 추리 개념의 이해를 위한 핵심적인 아이디

어이지만 형식적인 확률분포 이론에 기초한 표집분포는 학생들이 이해하

기 매우 어려워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형식적인 확률분포 이론에 기

초한 이론적 표집분포를 학습하기 전에 표집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경험적 표집분포를 탐색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표집분포 및 통계적 

추리의 논리에 대해 비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경험적 표집분포로부터 통계적 추리의 논리를 

비형식적으로 도입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제안한 연구에 대해 살펴

본다. 

  먼저, Rossman(2008)은 이상한 두 개 주사위(두 눈의 합이 7과 11만 나

오는 주사위)30)의 사례를 이용하여 통계적 추리의 한 가지 주제인 가설에 

대한 유의성 검정의 비형식적 아이디어를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주사위가 모두 공정하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관찰한 특정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희귀한지를 판단함으로써 원래 신념(가설)에 반하

는 증거의 세기를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31)고 보았다. 이 두 주사위 

사례로부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30) 두 주사위 중 한 개는 모든 면의 눈이 5이고, 다른 한 주사위는 세 개의 면
이 2의 눈을 갖고, 나머지 세 개의 면은 6의 눈을 갖는다. 

31) Rossman(2008)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가설에 대한 유의성 검정의 비형식
적 아이디어는 희귀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Park(2012)은 ISI와 관련된 내
용 영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 희귀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Zieffler et al.(2008)이 제안한 ISI의 구성 요소 중에 “특정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주어진 표본이 놀라운 결과라는 인식과 같이 추리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은 이 희귀성 개념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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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위가 공정하다는 암묵적인 신념에서 시작한다(우리는 이것을 영 모델 

또는 귀무가설이라고 부른다). 

2) 이 신념(영 모델)이 참이라면 관찰한 자료 결과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3) 매우 희귀한 사건이 단지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유

의확률 p -값에 기초하여 초기의 신념(영 모델)을 기각한다. (ibid, p.7)  

이 논리의 단계가 1)에서 2)로 진행할 때 관찰한 자료의 결과와 동일

한 조건의 무작위 표집 또는 실험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 상황을 가정

할 수 있는데, 이 잠재적인 반복 표집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만들

어지는 경험적 표집분포에 기반을 두고 통계적 추리가 이루어질 수 있

다. Rossman(2008)은 무작위화 검정(randomization testing)을 수행할 때 우

연변이성(chance variability)에 기반을 둔 표집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

진 경험적 표집분포는 학생들에게 통계적 추리의 논리를 소개하는 비형

식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Rossman과 유사하게, Cobb(2007)은 무작

위 표집을 계속 반복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능과 그 표본 결과들이 

계속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경험적 표집분포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이용하

여 특정 표본의 결과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의 교수학습방법을 제안

하였다. 그는 이 과정을 간단히 “3R(Randomize, Repeat, Reject)”(p.12)이라

고 일컬었는데, 이 약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1)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

고, 2) 시뮬레이션을 통해 표집을 반복하고, 3) 모델에 견주어 특정 표본

의 결과가 꼬리부분에 놓이면 그 모델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Lane-Getaz(2006)는 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분포들 사이의 관계

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Saldanha와 Thompson이 제안한 

MCS 모델([그림 Ⅱ-3])을 참조하여 [그림 Ⅱ-5]과 같은 표집 시뮬레이션 

과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통계적 추리에 대한 

학습경로를 제안하였는데, 이 학습경로의 목표는 학생들이 가설을 세우

고, 표집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표본 통계량을 모으고, 이로부터 만들어

진 표본 통계량의 분포에 견주어 관측된 특정 통계량의 희귀성을 평가해

보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통계적 추리의 논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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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모델을 통계교수학습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사들

은 따로 분리된 개념들을 전체로 엮어낼 수 있고, 학생들은 통계적 지식

의 통합적 스키마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다음, 통계적 추리의 또 다른 한 가지 주제인 통계적 신뢰구간의 의

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신뢰(confidence)의 대상이 만들어진 특정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있기 때문이다

(민진원, 2010). 즉, 모수의 참값에 대한 신뢰수준 95%의 신뢰구간이라는 

말이 ‘모수의 참값이 특정 신뢰구간에 속할 확률이 95%이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으로부터 신뢰구간을 구하는 모종의 방법을 가능한 모

든 표본들 각각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여 만든 신뢰구간들 중 적어도 

자료 단계 표본 시뮬레이션 모델: 양적 자료 추리 과정

1단계:

모집단

2단계:

표본 및 

표본 통계량

3단계:

표본 통계량

의 분포

1. 모델을 명시하

기: 가정하기

2. 모델에 기반을 

둔 자료 생성하기

(무작위 표본 모의

실험)

3. 표본 통계량 

계산하기

4. 표본 통계량의 

분포 만들기

5. 관측된 통계량

의 희귀성 평가하

기(관측된 통계량

이 꼬리부분에 있

으면 기각)

[그림 Ⅱ-5] 표집 시뮬레이션 과정 모델

(Lane-Getaz, 2006, p.280, Garfield & Ben-Zvi, 2008, p.241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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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는 모수의 참값을 포함한다는 말이다. 만약 동일한 조건의 표본을 

무작위로 1000번 반복 추출한 다음, 그 각각을 이용하여 1000개의 신뢰

구간을 만든다면 그중 적어도 950개는 모수의 참값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성내경, 1997). 즉, 신뢰수준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 방법을 무수

히 반복하면 얼마나 자주 바른 답을 얻게 될 것인가?”(Cobb & Moore, 

1997, p.813)라는 질문에 답하는 확률32)이다. 이와 관련하여, 

Rossman(2008)은 “동일한 상황에서 표집 또는 실험을 계속 반복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p.17)와 같은 가정적 질문은 표집분포 및 통계적 

추리 개념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열쇠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으로부터, 가설검정 및 신뢰구간 개념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주어

진 단일 표본을 볼 때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무수히 많은 표본이 반복적

으로 추출되는 표집 이미지와 그 결과로 만들어진 표집분포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하나의 표본을 

보고 표집의 반복 가능성을 상상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고 표본

을 추출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Hagtvedt, Jones, & Jones, 2008). Wild et al.(2011)은 학생들이 한 개의 표

본을 보고 무수히 많은 다른 표본들이 추출되는 상황을 떠올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표집변이성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다루기 곤란한 문제는 표집변이성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표본 한 개를 볼 때 자연스럽게 표집변이성

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성향을 개발시키는 데 있다. (p.253).

한편, Wild와 그의 동료들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성향을 갖추게 하는 

방법의 실마리를 움직임(motion)에서 찾았다. 그들은 역동적 움직임이 표

집의 반복 가능성 및 표집변이성을 이미지화하는 강력한 방법임을 역설

하며, 구체적으로 표집 행동을 역동적으로 시각화하는 애니메이션 도구

를 고안하였다33). 이 도구는 표본을 반복 추출할 때마다 각 표본의 그래

32) Moore(1992)에 따르면, 신뢰수준은 잠재적인 무작위 표집 과정에 기반을 둔 
빈도적 확률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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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점그래프와 상자그림)가 표시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자료집합들 간의 

변이성을 역동적으로 시각화한다. 그러나 이 애니메이션의 각 프레임은 

이전에 표시된 표본 그래프의 내력(history)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

이성의 정도에 대한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 그다음 단계의 애니메이션 

구성은 표본을 반복 추출할 때마다 색상 코드(중앙값은 파란색, 제1,3사

분위수는 빨간색)에 따라 각 표본 그래프(상자그림)의 자취를 남겨 계속 

누적시키고 맨 마지막에 뽑힌 표본 그래프의 자취(검정색)는 이전 표본 

그래프들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 위에 겹친 상태로 남겨진다. 결국, 표집 

행동 애니메이션이 계속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는 [그림 Ⅱ-6]과 같

다. 특히, 다른 표본의 크기에 대한 표집 행동 애니메이션 결과로부터 만

들어진 각각의 결과([그림 Ⅱ-7])는 표본의 크기 효과를 시각화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림 Ⅱ-6] 표집변이성의 시각화 (Pfannkcuch et al., 2012, p.905)

[그림 Ⅱ-7] 표본의 크기 효과의 시각화 (ibid)

33) Wild et al.(2011)이 개발한 표집 행동 애니메이션 도구의 일체는 웹페이지
(https://www.stat.auckland.ac.nz/~wild/WPR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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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Wild et al.(2011)는 자신들이 고안한 도구를 기반으로 통계적 추

리의 학습에 선행하는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인 지도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그들은 초등학생 수준부터 고등학생 수

준에 이르기까지 발달 단계에 따른 비형식적 추리 지침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훨씬 이른 시기부터 흥미로운 실제 질문에 대해 자

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탐구하고 비형식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 예컨대, Wild와 그의 동료들이 3단계(16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형식적 추리 지침으로 제시한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

식적 신뢰구간’34)([그림 Ⅱ-8] 참조)은 대학 수준의 기초통계학 수업에서 

배우는 형식적인 신뢰구간 개념과 직접 연결된다. 

또한, Pfannkuch et al.(2012)는 Wild와 그의 동료들이 고안한 시각화 도

구와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35)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신뢰구간 아이디

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경로를 고안하였다. 그들은 이 학

습경로를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의 토대가 되는 다

양한 개념들에 익숙해지고 통계를 확률적으로(stochastically) 바라보게 되

었으며,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적 개념들을 일관성 있고 통

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34) Wild et al.(2011)에 따르면,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은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대략 신뢰도 90%의 신뢰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35) 부트스트랩 방법은 무작위로 추출한 한 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복원으로 무
작위 재표집(resampling)을 무수히 반복함으로써 부트스트랩 분포를 생성하
고 이를 표본 통계량의 표집분포로 간주하여 모수에 대한 신뢰구간을 추정
하는 방법이다(Hesterberg, Moore, Monaghan, Clipson, & Epstein, 2005).

[그림 Ⅱ-8]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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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은 형식적인 확률분

포 이론에 기반을 둔 추상적인 표집분포와 연역적 접근방식에 의지하는 

대신 경험적 표집분포를 사용하고 귀납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즉, 물리적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무작위 반복 표집을 통해 표집변이성

을 시각화하여 탐색하고 경험적 표집분포를 구성하여 분석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가설검정 및 신뢰구간의 아이디어에 비형식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표집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

된 경험적 표집분포는 표본의 크기, 무작위 과정, 분포, 모집단 분포와 

표본 분포 사이의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통계적 개념들과 밀접한 관련

을 맺는 복합적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Pfannkuch(2008)의 표집변이성에 대한 사고틀에서 사용된 다섯 가지 개념 

요소의 측면에서 표집분포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본다. 

3.2.4.1. 표본의 크기 효과   

표집변이성 개념은 표본의 크기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Park, 2012).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표집분포와 관련하여 표본의 크

기 효과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Mokros & 

Russell, 1995; Sedlemeier & Gigerenzer, 1997; Vanhoof, Sotos, Onghena, & 

Verschaffel, 2007). 또한, 학생들은 큰 표본일수록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유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만, 이 사실을 

표본 평균의 변이성에 대한 추론으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표집변이성을 

해석할 때 표본의 크기 효과를 무시한다(Well et al., 1990). 이에 따라, 

학생들은 표집분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 효과의 개념을 

개발해야 한다(Dierdorp et al, 2016). 학생들은 큰 표본일수록 모집단과 

더 유사하므로 모집단의 특성을 보다 잘 추정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같

은 크기의 표본들 사이의 변이성과 다른 크기의 표본들 사이의 변이성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Pfannkuch, 2008). Dierdorp et al.(2016)은 

표본의 크기와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는 큰 수의 법칙임을 환기시키며 작

은 표본보다 큰 표본에서 만들어진 예측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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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Lipson(2003)은 표본 통계량의 분포, 즉 표집분포의 특성은 형태, 

중심, 퍼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때 표집분포의 퍼짐은 표본의 크기

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언급하였다. Chance et al.(2010)은 학생들이 표

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변이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각적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하며 더 큰 표본의 

표집분포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또는 어떻게 달라질지를 예측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은 표집분포에 대한 추론에서 학생들이 가진 일반

적인 오개념을 보고한 바 있다(Ben-Zvi & Garfield, 2008; Chance et al., 

2010; Lipson, 2002; Saldanha & Thompson, 2001; Well, Pollatsek, & 

Boyce, 1990). 예컨대, Chance et al.(2010)은 표집분포에 대한 추론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오개념의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다음은 그중 

표본의 크기와 직접 관련된 것들을 보여준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집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의 모양과 더 비슷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표집분포는 동일한 변이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큰 표본에 대한 표집분포가 더 큰 변이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Chance et al., 2010, p.360)

   

또한, Ben-Zvi & Garfield(2008)는 학생들이 큰 표본일수록 모집단을 더 

잘 나타낸다는 큰 수의 법칙을 큰 표본의 표집분포가 모수의 참값을 중

심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중심극한정리와 혼동할 수 있

다고 지적하였다. 

3.2.4.2. 무작위 과정

통계적 추리의 목표는 표본에서 확인된 패턴이 그 표본에서만 나타나

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표본을 추출한 원래 모집단에서 나타나는 경향

일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확률적이다(Cobb & McC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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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Makar & Rubin(2009)은 통계적 추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 하나

는 가상적 사고를 내포한 확률적 사고인데, 이 요소는 학생들에게 어려

움을 일으키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akker(2004b)

는 통계적 추리의 학습에 토대가 되는 표집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

드는 주요인은 확률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Dierdorp et al.(2016)은 학생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무작위로 반복 측정

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를 생성할 것임을 이해하고, 통계적 추리는 이 

반복 추출된 표본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39). 예컨대, 신뢰수준은 반복 표집 과정에 기반을 둔 빈도

적 확률36)의 의미를 갖는다(Moore, 1992). 따라서, 신뢰구간 개념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표본을 보고 무수히 많은 표본이 무작위로 반복 

추출되는 잠재적인 과정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Pfannkuch et al., 

2012). 무작위 과정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개의 표본을 볼 때 동일한 

조건에서 무수히 많은 표본들이 무작위로 반복 추출되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의 실행이 변동적인 결과들의 모음을 생성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무작위 과정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개의 표본을 

볼 때 무수히 반복 가능한 표집 과정의 한 가지 결과로 간주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과정으로부터 안정적인 확률분포가 생성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Thompson, Liu, & Saldanha(2007)

는 학생들이 표집을 스토캐스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36) 확률에 대한 빈도적 관점에 따르면, 어떤 시행 또는 실험을 반복적으로 실
시하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는 반복 횟수가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상수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 상수가 곧 그 사건의 확률이 된
다. 즉, 어떤 사건의 확률은 기본적인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 사
건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Franklin et al., 2005, 
p.9). 빈도적 관점에서의 확률은 하나의 시행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독립적으
로 무한히 반복할 수 있을 때 잘 적용된다(류근관, 2013). 가령, 동전 던지기
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독립적으로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 이때, 동전을  
한번 던져서 나온 결과보다는 동전 던지기 시행을 무수히 반복했을 때 나
타나는 장기적인 패턴(long-run behaviour)을 예측하는데 주목한다(Franklin et 
al., 2005). 확률은 무작위로 뽑은 한 개의 표본 결과가 어떨지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표집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을 때 생성된 표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이성을 설명할 수 있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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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p.209). 즉,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

나의 표본을 볼 때 동일한 조건의 표본들이 무작위로 반복 추출되는 과

정의 이미지와 반복 추출된 표본들 각각에서 구한 표본 통계량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분포하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ibid). Liu & 

Thompson(2007)에 따르면, 어떤 사건에 대해 스토캐스틱 개념을 가진 사람

은 한 가지 경우의 관측 결과를 바라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안정화

된 결과들의 분포를 만들어내는 반복 가능한 과정의 한 가지 사례로 간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해본 결과 대부분의 교

사들이 스토캐스틱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교사들은 

하나의 사건을 볼 때 잠재적으로 반복 가능한 무작위 과정의 이미지와 그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결과들의 분포 이미지를 상상하지 못하였다. 

Shaughnessy(2007)는 확률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은 학생들의 스토캐스

틱 사고를 제한할 수 있고 통계적 추리와 확률 사이를 연결짓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Pfannkuch et al.(2012)은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를 스토캐스틱 개념으로(stochastically) 이해할 수 있도록 확

률에 대한 빈도적 관점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3.2.4.3. 분포

분포는 변이성을 묘사하는 통계적 도구이다(Wild, 2006). 통계에서 분

포라는 용어는 다음 Shaughnessy(2007)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방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계학자들은 분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료의 분포뿐만 아니라 표집분포 

및 확률분포에 대해서도 다룬다. 자료의 분포는 정규분포나 이항분포와 같

은 이론적 확률분포로 모델링하여 분석될 수 있지만 모든 자료가 이론적 

확률분포로 모델링되는 것은 아니다. 표집분포라는 말은 한편으로 유한번의 

반복 추출된 표본 통계량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유한의 도수분포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표집분포는 주어진 모집단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표

본 통계량의 분포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한의 확률분포이다. (p.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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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다시피, 표집분포는 표집변이성으로 인해 생겨난 표본 통

계량의 분포를 말한다. Lipson(2003)은 표본 통계량의 분포는 모수의 참

값을 중심으로 하고, 표본의 크기에 따라 퍼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언

급하였다. 마찬가지로, Chance et al.(2010)은 표집분포의 중심은 모집단 

분포의 중심과 동일하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집분포의 퍼짐은 줄

어들며, 표본의 크기가 작더라도 표집분포는 모집단의 분포보다 정규분

포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Ben-Zvi & Garfield(2008)

는 모집단의 분포의 중심과 퍼짐, 그리고 표본의 크기에 따라 표집분포

의 중심과 퍼짐이 결정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은 표본 통계량의 표집분포와 관련하여 학습자들

이 보이는 일반적인 오개념을 보고한 바 있다(고은성, 이경화, 2011; 지

영명, 유연주, 2019; Ben-Zvi & Garfield, 2008; Chance et al., 2010; 

Lipson, 2002; Saldanha & Thompson, 2002; Sedlemeier & Gigerenzer, 1997; 

Well et al., 1990). 예컨대, Sedlemeier & Gigerenzer(199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도수분포와 표본 통계량의 표집분포에 대한 그들

의 이해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그들은 대학생들이 표집분포 과제

보다 도수분포 과제를 더 잘 해결한다는 점과 큰 수의 법칙에 대한 대학

생들의 직관이 도수분포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만 표집분포에 대해서

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

과에 대한 이유로 도수분포의 단위(unit)는 대상 또는 사건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지만, 표집분포의 단위는 비율 또는 

평균과 같이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

였다. 

또한, Saldanha & Thompson(2002)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

실험을 수행한 결과로부터 학생들이 표본 통계량들의 모음이 어떻게 분

포하는지를 생각해보는 대신 각각의 표본들과 각 표본의 통계량에 주목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학생들이 반복 추출한 표

본 결과들의 모음에서 관찰되는 안정적인 패턴 대신 인과적 분석을 기반

으로 표본 결과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Saldan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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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2002)은 학생들이 모집단 분포, 표본 분포, 표집분포와 같이 다

른 종류의 분포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며, 반복 표집 상황에서 표집분포

를 생성하게 하는 표집변이성을 인식하더라도 원자료 상황에서 변이성을 

다루는 기술과 성향을 표집 상황으로 전이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또한, Chance et al.(2010)은 학생들이 표본 통계량의 분포의 모양

이 모집단 분포의 모양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험적 표집분포의 

분산이 모집단의 분포 및 표본의 크기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하며, 모집단 분포가 기운 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은 표집분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의 어려움의 원

인을 분포와 변이성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개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다고 언급하였다(Bakker & Gravemeijer, 2010; Chance et al., 2010; 

Pfannkuch, 2008; Pfannkuch et al., 2012; Saldanha & Thompson, 2002). 예

컨대, Chance et al.(2010)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분포에 대한 추론

을 개발시키기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수실험을 수년에 걸

쳐 반복해본 결과, 분포와 변이성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표집분포에 대한 개념 발달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표집분포에 대한 학습이 분포와 변이성

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2.4.4. 직관적 신뢰구간

Shaughnessy(2007)는 표집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을 조사하기 위해 녹색 

사탕과 노란색 사탕이 각각 50%씩 든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뽑은 10개의 

사탕 중 녹색의 개수를 추측해보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그는 이 실험에

서 학생들이 녹색 사탕의 기댓값과 실제로 반복 추출한 표본의 결과들 

사이의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확실하고 유일한 답을 찾도록 가르치는 현재의 확률 교육은 변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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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생들의 추론을 제한할 수 있다”(p.974)고 지적하며, 기댓값과 표

집변이성을 통합시켜 이 두 개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haughnessy(2006)는 학생들이 기댓값 주변에 합

리적으로 예상되는 표집변이성의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직관적 신뢰구간”(p.87)이라고 일컬었다. Pfannkuch et al.(2012)는 

Shaughnessy가 언급한 직관적 신뢰구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녹색과 노란색이 각각 50개씩 든 사탕 주머니에서 10개를 반복적으로 복

원추출한 다음 각각의 표본에서 녹색 사탕의 개수를 점그래프로 나타내면 

표집변이성으로 인해 녹색 사탕의 기댓값(즉, 5개) 주변에 점들이 몰린다. 

한편, 크기가 10인 사탕 표본을 한번 추출하여 녹색 사탕의 개수를 표시

한 다음 그 값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 기대되는 개수의 값들의 띠

(band)를 상상하는 것은 직관적 신뢰구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p.900, 괄호는 연구자가 추가함)

또한, Shaughnessy, Ciancetta, & Canada(2004)는 표집 과제에 대한 학생

들의 추론을 분석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각각 가법

적 추론, 비례적 추론, 분포적 추론이다. 여기서 분포적 추론은 가장 높

은 추론 수준으로, 이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기댓값 주변에 일어나는 표

집변이성의 감각, 즉 직관적 신뢰구간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고 이를 

말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3.2.4.5.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 사이의 관계 

통계적 추리는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한 개에서 얻은 정보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Pfannkuch(2008)는 학생들이 통계적 추리에 대

한 기본 지식으로 한 개의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추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3). Saldanha & 

Thompson(2002)에 따르면, “이러한 통계적 추리 방식은 반복 추출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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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표본 결과들 사이에 존재하는 표집변이성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자들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관행이다.”(p.268) 그들은 통계학자들이 이러한 관행에 

대해 신뢰하는 이유를 교수학적으로 고려한 다음 이에 맞춰 학생들이 표

본 개념을 일관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fannkuch et al.(2012)는 학생들이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 사이의 관

계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표집변이성과 표집분포에 대한 풍부한 

학습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905). 또, 그들은 이러한 풍

부한 학습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표집 상황을 스토캐스틱 과정으로 상상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Pfannkuch(2008)는 표본 분포와 모

집단 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표본, 모집단, 분포, 변이성, 표

본의 크기, 무작위 과정, 표집대표성, 표집변이성, 표집분포와 같은 수많

은 상호 연관된 통계적 개념들의 스키마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에 대해, Saldanha & Thompson(2002)은 학생들이 MCS를 습득하게 

되면 모집단에서 반복적으로 표집하는 이미지와 표본 통계량을 기록하는 

이미지, 수많은 표본 통계량 자체가 다양한 가능성 아래 계속 누적되면

서 표본 통계량의 분포를 구축하는 이미지를 상호 연결된 스키마로 구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이 상호 연관된 이 이미지들의 

스키마를 구성한 경우 통계적 추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

으로 보았다. 즉, MCS를 획득한 학생들은 주어진 하나의 표본을 볼 때 

모든 가능한 표본 결과들로 이루어진 표집분포의 이미지를 상상하여 표

집분포와 모집단 분포 사이의 관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이해는 주어진 하나의 표본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모집단 분포의 특

성에 대해 추리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3.3.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지원하는 요소  

여러 연구자들은 추리 과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사용하는 ISI 전략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ISI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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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정연, 이경화, 2017; Ciancetta, 2007; Makar & Rubin, 2009; 

Pfannkuch,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요소들을 밝히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Makar & 

Rubin, 2009; Zieffler et al., 2008). 예컨대, Zieffler et al.(2008)는 학생들의 

ISI를 보다 형식적으로 추리하도록 지원하는 교수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맥락, 자료, 통계적 지식, 

공학도구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이 학생들의 통계적 추리를 보다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ISI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교수적 자원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Zieffler와 그의 동료들의 권고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적 개념들을 개발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교

수적 요소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Gil & Ben-Zvi, 2011; Makar 

et al., 2011; Pfannkuch, 2011). 예컨대, Makar et al.(2011)는 이론적・실증

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ISI를 지원하는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에 대한 틀

을 제안하였다(<표 Ⅱ-8> 참조). 그들은 ISI를 지원하는 요소는 인지적 요

소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 및 교수 설계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인지적 과정은 신념과 의심을 확인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질문을 만들고 통계

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사용하고 설명을 제안할 때 일어나는 추론 과정과 

관련이 있다. 또한, 사회적 요소는 사회적 규범, 사회-통계적 규범 및 통계적 

규범이 포함되고 탐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습관이 포함된

다. 또한,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지원하는 또 다른 핵심요소로 교수 설계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탐구 기반 학습 환경의 설계는 적절한 과제, 유용한 

공학도구, 교사가 제공하는 비계 및 기타 교수적 자원들을 포함한다. 특히, 교
사는 통계 분야의 대표자로서 탐구 과정에 필요한 규범을 만들며 학생들의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bid, pp.159-160)

구체적으로, 그들이 제안한 ISI 지원 요소는 통계적 개념 및 사고방식과 

같은 통계적 지식, 문제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 동료 협력과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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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돋우는 교실 규범 및 습관, 탐구 동인으로서의 신념과 의심 및 설명, 

그리고 과제, 컴퓨터 도구 및 교수자의 비계와 같은 교수 설계 요소를 

포함한다. 그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ISI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실

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Connection 프로젝트37)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37) 2005년부터 Dani Ben-Zvi에 의해 착수된 Connections프로젝트(2005-2025)는 탐
구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4-6학년)의 통계적 추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간의 설계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혁신적인 자료분석 소프트웨어인 TinkerPlots(Konold & Miller, 2005)
의 지원 아래 동료 협력 및 교실 토론을 통해 공동으로 협력하며 자료의 시
나리오를 조사해보고 전문가들의 실제와 유사한 실제 자료 상황에 기반을 
둔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을 활동적으로 경험해본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조
사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자
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며, 비형식적 추리를 도출하고, 자료에 근거한 
주장을 만들어 논쟁하며, 불확실성을 분명히 표현하고, 모집단에 대한 모델

<표 Ⅱ-8>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요소 (Makar et al., 2011, p.160)

범주
인지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예시

통계적

지식

통계적 개념

통계적 사고방식 

변이성, 분포, 추리, 표본

전체적 사고, 경향성에 관한 사고

맥락적

지식

문제 맥락에 대

한 지식

주어진 상황의 요소들 사이에 가능한 관계를 인식

(예. 성별과 멀리뛰기 기록사이의 관계)

규범과

습관

협력 규범

탐구 규범

사고 습관

행동 습관

동료의 동의와 명확화를 추구 

흥미로운 결과에 특권 부여, 자료에 기초하여 결론짓기

설명을 추구; 자료에 기반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 자세, 
탐구심, 탐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심, 유연성, 
창의성

자료를 정리하고 그래프로 나타냄, 탐색적 자료분석에

서 일반적인 기타 행동

탐구 동인

( i n q u i r y 
drivers)

신념(가설, 기대)

의심(갈등)
설명

“나이가 더 많은 학생들이 나이가 어린 학생들보다 더 

멀리 뛴다”
한 표본으로부터 나온 결론이 가설과 모순됨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작은 표본 때문이라는 설명을 

제시하기 

교수 설계 

요소

과제

컴퓨터 도구

비계

통계 조사

TinkerPlots, 엑셀

교사 프롬프트, 질문, 동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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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fannkuch(2011)는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로 맥락에 주목하였다. 그는 Hershkowitz, Schwarz, & Dreyfus(2001)가 수

학의 추상화 과정에서 확인한 맥락의 다양한 역할에 기반하여 ISI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틀을 제안하였다([그림 Ⅱ-9] 참조). 

Pfannkuch(2011)는 이 틀이 학생들의 ISI 발달을 지원하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Pfannkuch는 Hershkowitz와 그의 동료

들이 제안한 맥락의 네 가지 측면38)에 따라 학습-경험-맥락39)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학습-맥락,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 과

제-맥락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할 때 그들의 사전

을 구성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출처: Connections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connections.edtech.haifa.ac.il/>
38) Hershkowitz et al.(2001, p.4)는 학생들의 정신적 행동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맥락에 의존하고, 의미 있는 추상화의 개발은 이 네 가지 맥락과 분
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추상화 과정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제에 영향을 받는다. 
    - 추상화 과정에는 도구와 인공물이 활용될 수 있다. 
    - 추상화 과정은 학생과 교사의 개인적인 학습 이력(histories)에 의존한다.
    - 추상화 과정은 특수한 사회적・물리적 환경에서 일어난다. 
39) Pfannkuch(2011)는 수학과 통계에서 맥락의 역할에 대한 차이를 들어 맥락을 

자료-맥락과 학습-경험-맥락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표시는 

원문을 따름). 자료-맥락은 통계 조사 및 통계 개념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하나는 실세계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말하

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자료를 다룰 때 자료가 어떻게 생성되고, 변수가 어

떻게 정의되고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산출 설계 지식을 말한다. 학습-경
험-맥락은 학생들이 과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사전지식과 이전 학습에서 

경험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p.28).

학습-경험-맥락

학습-맥락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 과제-맥락

예. 사용된 도구

와 인공물

예. 학생과 교사

의 사전 통계적 

지식

예.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예. 과제 계열, 학
습 동기를 부여하

는 이야기

[그림 Ⅱ-9] ISI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Pfannkcuch, 2011,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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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의지하고, 과제, 도구,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이 자극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습-경

험-맥락에서 역사적 맥락은 학생들이 과제를 다룰 때 사용하는 사전지식

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학습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후 

활동으로 전이될 수 있다.

4. 논의

이 장에서는 먼저 통계적 추리에 대해 다양한 문헌에서 제시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추리를 ‘표본 자료에서 얻

은 정보로부터 미지의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동안 통계교육연구에서 확인된 통계적 추

리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가설검정과 신뢰구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그다음, 최근 통계교육연구에서 통계적 추리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는 

대안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ISI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

적으로,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통해 ISI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및 그 교육

적 역할을 검토하고, ISI와 FSI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ISI의 이론적 틀로부터 ISI의 구성 요소를 확

인하였다. 이때, 사고과정으로서의 ISI에 초점을 두고 이를 구성하는 사

고 요소와 이 사고 요소가 일어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적 개념

들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ISI를 지원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ISI의 사고 요소는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주장(일반

화)을 만드는 것’,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 ‘이 주장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사용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하는 것’,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하여 추론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ISI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통계적 개념은 기술통계, 표본, 표집변이

성, 표집분포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추리를 발

생시킨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표집변이성에 주목하여 이와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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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개념으로 표본의 크기 효과, 무작위 과정, 분포, 직관적 신뢰구간,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에 대해 확인하

였다. 이하에서는 ISI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몇 

가지 논점을 기술한다.

첫째, 연구자들마다 통계적 추리라는 용어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사용

하고 있다. 통계적 추리라는 용어는 표집분포, 신뢰구간, 가설검정과 같

은 내용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통계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진술(inference statements)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주어진 

자료로부터 더 넓은 맥락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과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통계적 추리는 사고과정 및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진술을 통칭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마다 사용하는 통계적 추리의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통계적 추리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에서 비롯되

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몇몇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해결책

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Makar et al.(2011)은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

서는 확장된 결론(주장) 그 자체를 통계적 추리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통

계적 추리를 이끌어내는 사고과정을 추리적 추론(inferential reasoning)이

라는 용어로 구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 정의에 따라 비형

식적 통계적 추리(ISI)와 비형식적인 추리적 추론(informal inferential 

reasoning, IIR)을 구별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둘째, ISI의 구성 요소에 대해 몇몇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이론적 틀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사고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ISI를 한다는 것은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주장(일반화)을 만들

고, 자신의 주장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확률적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보다는 자료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추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결론에

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는 이 이론적 틀을 기

반으로 교사 또는 학생들의 ISI 전략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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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편, 나머지 두 가지 사고 요소 즉,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사용

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추론하는 것과 통계적 지식과 맥

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하는 것은 ISI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 보다 

일반적으로 통계적 추론에서 강조되는 사고 요소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사고 요소는 추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결론에서 분명히 제시되기보다 자

신의 결론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셋째, 통계적 추리에 대한 이해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표집분포는 통계적 추

리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행개념이다. 이를 위해, 여러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무작위 표집 과정을 시뮬레이션해봄으로써 표집

변이성을 탐색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경험적 표집분포를 구성해보고, 이

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해보는 경험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Chance 

et al., 2010; Garfield & Ben-Zvi, 2008; Konold & Kazak, 2008; Saldanha 

& Thompson, 2002). 경험적 표집분포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활동은, 

곧 유한 번의 반복 표집을 통해 생성된 경험적 표집분포에서 가능한 모

든 표본 통계량의 이론적 확률분포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의 일

반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Ⅱ-9>는 주어진 표본 자료로부터 모

집단으로 추리하는 상황과 경험적 표집분포를 이론적 확률분포로 일반화

하는 상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험적 표집분

<표 Ⅱ-9> 자료에 대한 추리와 표본 통계량에 대한 일반화 비교

미지의 대상 모집단 분포 이론적 확률분포

이용 가능한 대상 표본 분포 경험적 표집분포

대상의 원소 자료값 표본 통계량

변이성의 근원
측정변이성, 우연변이성, 

고유변이성, 유도변이성 
우연변이성

맥락의 역할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 맥락이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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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이론적 확률분포를 불완전하게 암시하는 표본의 역할을 제공한다. 

이것은 표본 통계량에 대한 유한 도수분포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수

업 활동을 설계할 때 표본 분포로부터 모집단 분포의 개형을 비형식적으

로 추측하는 활동(즉, 표본 키우기 활동)을 적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암시한다.    

넷째, 몇몇의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적 틀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이론적 틀 각각에 포함된 요소들

을 세 가지 측면으로 재분류하여 비교해볼 수 있다(<표 Ⅱ-10> 참고). 

즉,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요소들을 각각 사전지식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및 교수 설계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사전지식은 통계

적 개념 및 사고방식과 같은 통계적 지식, 그리고 자료와 문제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포함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은 학생들의 ISI를 촉진

시키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북돋우고 탐구와 협력의 

규범 및 습관을 만들어내는 교실 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

<표 Ⅱ-10> ISI를 지원하는 요소에 대한 틀 비교

측면 Makar et al.(2011)의 틀 Pfannkuch(2011)의 틀

사전

지식

․ 통계적 지식

 - 통계적 개념

 - 통계적 사고방식

․ 맥락적 지식

 - 문제 상황에 대한 지식

․ 역사적 맥락

 - 학생과 교사가 가진 사전지식

․ 자료-맥락

 - 주제 지식(맥락적 지식)

 - 자료산출 설계에 대한 지식

사회・
문화적 측면

․ 규범 및 습관

 - 협력 규범

 - 탐구 규범

 - 사고 습관

 - 행동 습관

․ 사회적 맥락

 -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

교수

설계적 측면

․ 탐구 동인

 - 신념, 의심 

 - 설명

․ 설계 요소

 - 과제

 - 컴퓨터 도구

 - 비계

․ 과제-맥락

 - 과제 계열

 -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스토리

․ 학습-맥락

 - 사용된 도구와 인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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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설계적 측면은 학생들의 ISI를 촉진시키는 수업을 설계하고자 할 때 

학생들의 맥락적 지식을 고려하여 자료에서 나온 증거로부터 갈등(의심)

을 불러일으키는 탐구형 과제를 제공하고, 추리의 결과로 만들어진 주장

이 옳은지 논증하고 대안적인 설명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과제를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교수 설계적 측면은 추상적인 통계적 

개념을 탐색해볼 수 있게 하는 인공물 및 컴퓨터 도구를 제공하고, 교사

의 비계 및 동료들 사이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몇몇의 주요 연구에서는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ISI를 구성

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주목한 반면, 이 요소들 사이에 관계

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ISI의 구성 요소를 밝힌 

문헌들을 살펴보면 각각 조금씩 다른 사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구자들이 처한 맥락 및 조건 등에 차

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 보인다. ISI에 대한 다각적인 후속 연구가 풍

부해질수록 이를 통합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ISI의 본질적 요소를 보

다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ISI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적 틀이나 ISI의 핵심적 원리를 제시할 때 개개의 요소

들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후속하는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ISI의 구

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거나 어느 한 요소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만약 ISI의 사고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ISI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아이들에게 ISI 지도를 계획할 때 도

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SI를 위한 필수적인 통계적 개념들을 살펴보는 과정에

서 ISI의 사고 요소들 사이의 위계적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

었다. [그림 Ⅱ-10]은 현재까지 밝혀진 ISI의 공통된 다섯 가지 핵심요소

들40) 사이의 잠정적인 관계를 개괄한다. 

4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kar & Rubin(2018)은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 제시된 ISI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적 틀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ISI에 대
한 5가지 공통된 핵심 주제를 요약한 바 있다. 그것은 각각 ‘주어진 자료를 
넘어서는 주장(일반화)’ , ‘불확실성의 표현’,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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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ISI의 사고 요소 중 ‘주어진 자료를 넘어서는 주장(일반화)’ 요소

는 가장 상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이 요소는 추리 과정의 

최종적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자료

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며, 추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떤 기술통계를 사

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추리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며, 통계적 지

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하는 것은 결국 주어진 자료를 넘어서

는 합리적인 주장을 만들기 위해 수행된다. 

둘째, ISI의 사고 요소 중 ‘전체적 속성에 대한 고려’ 요소는 ‘증거로서

의 자료의 사용’ 요소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의 전체적 속성 

및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이 자료분석 결과가 

추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ISI의 사고 요소 중 ‘맥락적 지식의 통합’ 요소는 나머지 네 가

지 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맥락적 지식으로서 ISI

의 동기는 불확실하고 변이성이 편재한 실세계 현상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되며, 통계적 지식으로서 ISI는 실세계 현상을 이해하고 실제 문제 

상황을 해결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즉, 사람들이 

ISI를 할 때 맥락적 지식 영역과 통계적 지식 영역 사이를 부단히 넘나

든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은 실제 맥락에 대한 의문

체적 속성에 대한 고려’, ‘맥락적 지식의 통합’을 말한다. (pp.273-275)   

통합

주어진 자료를 넘어서는 주장(일반화)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불확실성의 표현

전체적 속성의 고려

맥락적 지식

 영역

 통계적 지식

 영역

[그림 Ⅱ-10] ISI의 사고 요소들 사이의 관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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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계적 질문으로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료산출 방법을 설계한다. 이때, 자료산출 

설계 및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이후 수

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설정된 통계

적 질문 및 수집된 자료에 대한 맥락적 지식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얻

은 확률 직관 및 학교에서 배운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지식과 같은 사전

지식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뿐만 아니라 자료분석에서 얻은 어떤 

기술통계를 추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나 추

리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할 때,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넘어

서는 주장을 세울 때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ISI의 사고 요소들 사이의 위계적 관

계는 아직 잠정적인 추측에 해당되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거

나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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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ISI는 서로 관련된 통계적 개념들을 사용하

여 추리하는 복합적인 사고과정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ISI를 배우게 된

다면 교사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교사가 

가진 교과지식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교수

학적 내용지식을 개발시키기 위한 전제가 된다(Silverman & Thompson, 

2008). 이에 따라, 교사는 무엇보다 우선 자신들이 가르칠 교과지식을 철

저하게 숙지하고 있어야한다(Hill et al., 2008). 또한, 교사가 갖추어야 하

는 교과지식은 학생들이 배울 지식보다 훨씬 넓고 깊어야 한다(Ball et 

al., 2008). 이러한 논의는 ISI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urgess, 2009; 

Leavy, 2010). 하지만, 아직까지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Ben-Zvi et al., 2015).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할 지식

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학교육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

는 교사지식 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수학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사

지식 틀을 토대로 통계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개념화한 문헌을 검

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통계지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통계 지도를 위한 지식

1.1. 수학 지도를 위한 지식

Shulman(1986)은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교과

의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만으론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수학

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라고 표기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PCK는 “다른 사람에게 교과를 쉽게 이

해시킬 수 있도록 유추, 삽화, 예시, 설명 및 시연 등을 통해 표상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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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는 방식”(Shulman, 1986, p.9)이며, “특정 주제에 대한 학습을 쉽게 혹

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ibid)이다. Grossman(1995)은 

Shulman의 정의를 확장하여, PCK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교수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지도(conceptual map)를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교과를 가르치는 목적에 대한 교사의 총괄적인 개념이고, 둘째, 교

과에 있어 학생들의 이해와 오해에 대한 지식이며, 셋째,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이며, 넷째, 특정 주제를 가르치기 위한 전략과 표상이다. Shulman의 

PCK는 내용과 교수법을 혼합하여 특정 교과내용을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

과 배경에 맞추어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교사의 교과지식

과 학자의 교과지식을 구분하는 가장 적절한 범주로 간주되었다(이동환, 

2010). 또한, PCK는 교과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이하 SMK로 표기

함)41) 및 일반 교육학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42)과 구별되는 

제3의 지식으로서 교사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Ball, Thames & Phelps(2008)는 Shulman의 PCK 틀을 사용한 많은 

연구가 교과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내용지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교

사지식과 교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을 펼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

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Shulman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본질은 가르치는 활동에는 특수한 종류의 내

용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찰했다는데 있다. 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교

수 과업에 필요한 내용지식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을 명

확하게 제시하는 일이다. (p.394)  

41) Shulman(1986)은 교사가 교과를 지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을 교과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교수학적 내용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육과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으로 분
류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Shulman(1986, 1987)은 내용지식과 교과지식을 엄
밀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은경(2006)은 
content knowledge가 교과지식을 의미하되, 교수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과 함께 교사의 실천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용어인 반면, 
subject matter knowledge는 ‘교과’ 자체가 가진 고유한 지식 체계로서의 내용
지식의 의미가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42) 일반 교수학적 지식은 특정 교과 영역을 넘어서서 교수, 학습, 학습자에 관
한 일반적인 교사의 지식을 의미한다(Shulma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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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et al.(2008)은 교사가 교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종

류의 수학지식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발견술로서 MKT43) 틀([그림 

Ⅲ-1] 참조)을 제안하였다. 이 틀은 Shulman의 PCK에 비해 개념의 구조 

및 하위 요소들을 잘 구성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교사지식 연구의 일반

적인 이론적 틀로 활용되고 있다(탁병주, 2017). 

MKT 틀에서는 SMK를 공통 내용지식(common content knowledge, 이하 

CCK로 표기함)과 전문화된 내용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이하 

SCK로 표기함), 수평적 내용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 이하 HCK로 

표기함)으로 구분한다(Ball et al., 2008; Hill et al., 2008). Hill et al.(2008)

은 CCK를 “교직이 아닌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수학을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교수활동에서 사용되는 지식”(p.377)으로 정의하였다. Ball et 

al.(2008)에 따르면, CCK는 “교수 활동 이외의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수학

지식을 말하며, 계산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수학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는 지식”(p.399)을 말한다. CCK는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43) MKT는 ‘수학 지도를 위한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을 약호
화한 것이다. 

공통

내용지식

(CCK)

수평적

내용지식

(HCK)

전문화된 

내용지식

(SCK)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

(KCS)

내용과 지도에 

대한 지식

(KCT)

내용과 

교육과정 

지식

     교과지식(SMK)    교수학적 내용지식(PCK)

[그림 Ⅲ-1] MKT의 구조 (Ball et al., 2008, p.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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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내용을 아는 것은 교사에게 필수적이

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학생

이 잘못된 답을 하거나 교과서의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등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CCK는 ×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문

장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등의 지식을 말한다(Ball, Hill & Bass, 2005).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수학을 사용하는 여러 다른 직업 분야에서도 필요

한 지식이므로, 교수과업에만 특화된 지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 내

용지식이라고 부른다(이동환, 2010). 

Hill et al.(2008)은 SCK를 “교사가 수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특수한 교수과업에 참여하고, 일반적인 규칙과 절차에 

대한 수학적 설명을 제공하며, 문제에 대한 학생의 특이한 해법을 수학

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수학지식”(p.378)으로 기술하였다. 

이동환(2010)에 따르면, SCK는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칠 지식은 아니지만 

교사가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다. 

예컨대, SCK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분수의 약분을 가르칠 때 약분 절차

뿐만 아니라 약분의 원리와 그 의미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다. 또, 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사용한 방법을 평가하고 학생

이 사용한 비표준적인 풀이방법이 다른 문제 상황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다(Hill et al., 2008). SCK는 교육학 지식이나 

학생에 대한 지식 등의 비교과 지식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수학지식이고, 

교수 과업을 수행하는 교사에게만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화된’ 수학지

식이다(이동환, 2010). 

Ball et al.(2008)은 HCK를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 내용이 그 이상의 어떤 

수학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아는 능력”(p.403)이라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교사가 1학년에서 가르치는 수학이 3학년 때 배울 수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학생들의 이후 학습을 위한 수학적 기초를 준비시

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HCK는 고등적인 수학적 개념과의 

연결성을 볼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Ball et al., 2008). Groth & 

Meletiou-Mavrotheris(2018)는 HCK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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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편차의 경우를 고려해보면, Common Core State Standards를 사용하는 

7학년 미국 교사는 이 개념을 학생들에게 바로 지도하지 않고 평균 절대

편차(mean absolute deviation, MAD)의 개념과 관련지어서 지도하도록 권장

되고 있다. 교사는 MAD를 적어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

다. 1) 학생들이 계산하고 숙달해야 할 알고리즘. 2) 표준편차의 학습을 

위한 선행개념. 후자의 관점을 가진 교사는 표준편차의 개념으로 나아가

는 과제를 선택하고 질문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전자의 관점을 가진 

교사는 수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할 수 있고, MAD에 대한 학습을 틀에 박

힌 절차적 학습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p.330)

또한, MKT 틀에서는 CCK, SCK, HCK와 같은 SMK 요소 외에도 KC

S44), KCT45) 등의 PCK 요소도 포함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사지식 범

주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각의 지식의 범주는 다른 범주와 어느 정

도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Ball et al., 2008). Ball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교사지식의 범주는 지식을 정밀하게 구획화하

는 도구라기보다 교수에 효과적인 지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발견술로서 교사에게 필요한 수학지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

설하였다. 

한편, Gess-Newsome(1999)은 당시 PCK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토대로 교

44) KCS(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는 수학에 대해 아는 것과 학생에 대해 
아는 것이 혼합된 지식을 말한다. KCS를 가진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
하고 어떤 혼란에 처할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며, 특정 과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
려워할지 쉬워할 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학생의 자연언어로 표현되는 불완
전하고 발생 중인 생각을 듣고 해석할 수 있으며, 특정 수학 내용에 대한 학
생들의 일반적인 이해나 오개념을 알고 있어 광범위한 수학적 분석이나 탐
구 없이도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있다(Ball et al., 2008, 401).  

45) KCT(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는 교수활동에 대해 아는 것과 수학에 
대해 아는 것이 결합된 것이다. KCT를 가진 교사는 도입을 위한 예제와 학
생들이 수학에 더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제를 선택하고, 특정 개념
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의 교수학적 장단점을 평가하며 어떠한 방
법과 절차가 교수학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사의 과업
은 특정 내용에 대한 수학적 이해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
적 쟁점에 대한 이해 사이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Ball et al., 2008,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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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식에 대한 모델이 통합적(integrative) 모델과 변형적(transformative) 모

델로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통합적 모델에서 “교사가 할 

일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과, 교수법, 맥락

과 같은 서로 독립적인 지식 기반(knowledge bases)을 선별적으로 뽑아서 

잘 통합시키는 것이다”(Silverman & Thompson, 2008, p.6에서 재인용함). 

즉, 통합적 관점은 교수 상황에서 사용되는 지식 기반이 따로 분리되어 

개발되고, 이 지식은 이후 교수 행위를 통해 통합된다는 입장이다.

PCK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 따라 개발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

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변형적 모델이 제

안되었다(Silverman & Thompson, 2008). 변형적 모델에서 교사지식은 기

존의 수학적 이해 또는 교수학적 이해와 유사해보이지만, 원래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지식의 근본적인 변화 및 새로운 지식의 창조로 

설명된다(Gess-Newsome, 1999). Silverman & Thompson(2008)은 이 변형적 

관점을 바탕으로 [그림 Ⅲ-2]46)과 같이 MKT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 이하에서는 Silverman & Thompson(2008)이 제안한 MKT 발

달 과정에 대해 요약한다. 

  [그림 Ⅲ-2]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는 반영적 추상화47)를 통해 ‘발달에 

핵심적인 이해(key developmental understanding, 이하 KDU로 표기함)’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KDU라는 아이디어는 개념 발달 또는 “특정한 

수학적 관계를 이해하고 사고하게 되는 학습자 능력의 변화”(Simon, 

2002, p.993)를 말한다. Silverman & Thompson(2008)은 KDU를 “다른 아

이디어를 학습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학생의 추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

는 개념망(network of ideas)에 연결되는 이해”(p.1)라고 설명하였다. 

Silverman & Thompson(2008)은 교사가 KDU를 구성할 때 자신의 내용지

식을 다른 내용지식과 관련시켜 자신의 연결망(web of connections)을 확

46) 이 그림은 Silverman과 Thompson의 MKT의 발달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기 위해 이수진과 신재홍(2015)이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47) Piaget는 새로운 인지구조가 구성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반영
적 추상화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개념으로부터 새롭고, 더 발
달된 개념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며, 새로운 인지구조의 구성을 위한 행동 조
정에 대한 추상적 특성을 포함한다(Siverman & Thomps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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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KDU가 곧 MKT는 아니다. 특정 수학적 개념에 대한 KDU를 

구성한 교사는 여러 개념들을 관련지어 강력한 수학적 능력을 보여주지

탈중심화

반영적 추상화

교사의 현재 

수학적 이해

발달에 

핵심적인 

이해(KDU)

핵심적인 

교수학적 이해

(Key Pedagogical 

understanding)

교수학적 행위

(pedagogical

 actions)

교수학적 이해

(pedagogical 

understanding)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로그를 수직선 상의 가속화된 압축

의 기록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학습자의 가상적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분

리하여 바라봄(탈중심화)

자신의 교수적 행위를 행위자로서가 아닌 한발 

떨어진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황을 분석하여 

반영적 사고가 가능하게 함(반영적 추상화)

수학 지도를 위한 

지식(MKT)의 형성

반영적 추상화

[그림 Ⅲ-2] 변형적 관점에서 MKT의 발달과정 (이수진, 신재홍, 2015,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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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것이 곧 교수학적으로 강력한 지식을 구성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사가 KDU를 구성했더라도 이러한 이해를 생산적인 교실 활동으로 조

직될 수 있는 주제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Silverman & 

Thompson(2008)은 KDU 그 자체가 교수학적 이해는 아니지만 교수학적 

이해로 나아갈 잠재력을 지닌 수학적 지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

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탁병주(2017)는 교사의 KDU는 SMK를 

획득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PCK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원이라는 점에

서 교사지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p.58). 

MKT는 KDU를 구성한 교사가 자신의 교수학적 행위에 대한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 구성된다. 즉, 교사는 1차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 KDU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 MKT를 구성하게 된

다. 2차 반영적 추상화 과정에서 교사의 KDU는 교수학적 행위

(pedagogical actions)로 나타나는데, Silverman & Thompson은 교사 스스로 

‘학생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

야 할까’라는 물음이 생길 때 교수학적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교사는 학생이 학습할 내용을 고려할 때, 수업 자료를 통해 공부하

는 학생이 어떤 문제를 쉬워하고 어려워할지를 예상해본다. 이때, 교사는 

스스로에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학생들이 생각하기 위해 무엇을 이해해

야할까?”, “어떤 대화가 그런 이해를 개발시킬 수 있게 할까?”라는 물음

을 계속 던져보아야 한다. 교사는 본인 스스로를 학생 입장에 놓고 자신

이 예상한대로 행동하기 위해 학생에게 필요한 조작과 학생이 제어해야 

할 제약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반영적 추상화이다(Silverman 

& Thompson, 2008, p.18).  

MKT의 구성은 교사의 교수학적 행위가 교수학적 이해로 변형되는 것

인데, 이때 이러한 변형이 일어나기 위해 탈중심화(decentering)48)가 핵심

이다. Silverman & Thompson(2008)은 교사가 자기 자신의 이해와 학습자

의 가상적 이해(hypothetical understanding)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을 탈

중심화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48) 탈중심화란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의 관점과 구별하거나 다른 관점으로 세계
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Wolvin & Coakley, 1993, p.178).



- 94 -

교사가 자신의 교수학적 행위를 그 상황 속의 행위자가 아닌(실제로는 행위자

임에도 불구하고) 한발 떨어진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교수학적 행

위를 분리시켜 생각(이렇게 함으로서 교수학적 행위를 반성함)할 수 있을 때 

교수학적 행위는 교수학적 이해로 변형될 수 있다. 이제 교수학적 이해를 가

진 교사는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볼 수 있고 그 과정을 넘어서는 힘

(agency)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를 반성할 수 있다. 또한 이제 교사

는 KDU의 “교수학적 힘”을 볼 수 있다 (pp.18-19). 

그들은 교사가 KDU를 교수학적으로 강력한(pedagogically powerful) 지

식으로 변형하기 전까지는 MKT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수학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교사지식 이론을 기반으로 통

계를 가르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개념화한 문헌을 살펴본다. 

1.2. 통계 지도를 위한 지식

여러 연구자들은 수학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MKT 틀을 기반으로 ‘통계 

지도를 위한 지식’(Statis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하 SKT로 표기

함)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탁병주, 2017; Burgess, 2007; Groth, 2007, 

2013; Noll, 2007, 2011). 이때, 연구자들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SKT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하나는 통계가 단순히 수학의 하위영역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학문체계이기 때문에 SKT는 MKT와 분명 차이가 있

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른 하나는, 통계적 분석을 수행할 때 수학이 활

용된다는 점에서 SKT와 MKT 사이에는 공동의 영역이 존재할 것이라 

가정한다. 

Groth(2007)는 “통계를 한다(doing statistics) 함은 많은 비수학적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p.427) SKT를 논의할 때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비수

학적 지식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Hill et al(2004)의 CCK와 SCK 개념을 기반으로 SKT 모델을 [그림 Ⅲ-3]

과 같이 제안하였다. Groth(2007)는 SKT를 공통지식(common knowledg

e)49)과 전문화된 지식(specialized knowledge)으로 구분하고 이 각각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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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학적 지식과 비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Burgess(2007)은 Ball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MKT 모델과 Wild & 

Pfannkuch의 통계적 사고 모델을 결합시켜 [그림 Ⅲ-4]과 같은 SKT 모델

을 제안하였다. 그의 SKT 모델은 한편으로, MKT 틀에서 네 가지 영역

의 지식(CCK, SCK, KCS, KCT)을 SKT의 하위지식 범주로 상정하고, 다

른 한편으로 통계적 사고 모델에서 다섯 가지 통계적 사고 요소와 통계

연구과정의 두 가지 요소(조사 주기, 탐구 주기) 및 통계에 대한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두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수업에 적용하는 

지식과 적용하지 못하는 지식을 분석하는데 이 모델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이 고안한 SKT 모델이 통계를 가르치는 교사지식의 특징을 

49) Groth(2007)가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용어 즉, ‘공통’ 지식과 ‘전문
화된’ 지식은 각각 Hill과 그의 동료들이 사용한 ‘공통’ 내용지식(CCK)과 ‘전
문화된’ 내용지식(SCK)에 상응하는 용어라고 설명하였다. 

SKT

포함 포함

공통지식
전문화된

지식

교수적 활동을 할 

때 두 지식이 

활성화되어야 함

수학적 비수학적

통계적 활동을 할 

때 두 지식이 

활성화되어야 함

[그림 Ⅲ-3] Groth의 SKT 구조 (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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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Noll(2011)은 통계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수의 문헌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SKT 모델을 명제적 지식으로 기술하였다. 

․ 통계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한 지식―통계적 소양 및 통계적 사고 기술

  - 문제에 대한 통계적 해결 분석 및 분석 결과가 합리적인지 여부와 어떤 

유형의 사고 또는 분석이 특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판단  

  - 확률, 표집분포, 통계적 추리 사이의 연결을 포함하여 ISI와 FSI에 대한 

지식

․ 질문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

․ 변이성을 계량화하는 형식적 절차와 변이성에 대한 개념적 아이디어를 포함

하여 통계적 문제를 해결할 때 맥락과 변이성의 핵심 역할을 인식하고 설명

하는 능력

․ 통계적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언어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능력

․ 통계에 대한 생산적인 교실 토론을 관리하고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능력  

(Noll, 2011, pp.51-52)

[그림 Ⅲ-4] Burgess의 SKT 모델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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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l(2011)은 위에서 기술한 처음 세 가지 SKT는 SMK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각각은 “CCK와 SCK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p.52)을 암시하였지

만, 실제로 표집에 대한 수업 조교의 SMK를 분석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진 않았다. 그는 SMK는 두 가지 하위지식 범주(CCK, SCK)에 불

과하지만, 이것이 다른 지식영역(KCS, KCT 등)의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

을 제공한다는 통찰을 얻기 위해 SMK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p.52).

또한, 여러 연구자들은 Ball et al.(2008)의 하위지식 범주(CCK, SCK, 

KCS 등)에 속하는 SKT의 사례를 제시하고 SKT가 MKT와 어떻게 구별

<표 Ⅲ-1> CCK와 SCK의 예시 (Groth, 2007, p.430)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

지식 

유형

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제 

비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제

질문 만들기 CCK 자료로부터 질문을 만들기 위

해 상자그림을 정확히 읽음

결정론적 질문과 확률론적 질

문 사이의 차이를 이해함

SCK 학생들이 상자그림과 점그래프

를 읽는 다양한 방법과 그 차

이를 이해함

학생들이 제안한 통계적 질문

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음

자료 수집하기 CCK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정확히 

만들고, 변량을 정확히 측정함

통계적 질문을 만들고 실험을 

설계할 수 있음

SCK 측정을 위한 학생들의 전략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인식함

무작위 표집과 무작위 할당의 

역할과 목적을 구별하는데 있

어 학생들의 어려움을 예상함

자료분석하기 CCK 평균, 중앙값과 같은 기술통계 

계산 능력

통계 맥락에서 “전형적인 값”과 

“소음 속의 신호”를 탐색함

SCK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평균의 수학적 성질을 인식함

 

학생들이 평균을 구할 때 자료

의 맥락은 무시하고 산술적인 

계산만 할 수 있음을 인식함  

결과 해석하기 CCK p-값 개념의 수학적 의미를 정

확히 해석함

연구자가 선택한 유의수준의 

적합성을 판단함

SCK p-값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해

석을 이해함

학생들이 ‘유의하다’라는 용어

를 지나치게 일반화할 것임을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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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최민정 외, 2016; Burgess, 2009; 

Groth, 2007, 2013; Groth & Meletiou-Mavrotheris, 2018; Wasson & Biehler, 

2010). 예컨대, Groth(2007)는 학생들에게 통계적 문제해결 단계를 가르칠 

때 교사가 갖추어 할 교과지식으로 CCK와 SCK의 예시를 <표 Ⅲ-1>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때, 통계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지식과 비수학적 지식 

각각에 대한 CCK와 SCK의 예를 제시하여 둘 사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Groth(2007)의 연구는 다른 유사한 연구와 달리 비수학적 

통계지식에 대한 SKT의 하위지식 범주를 예시함으로써 통계 고유의 교

사지식 영역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 달리, Groth(2013)는 변형적 관점에 따라 Ball et 

al.(2008)의 MKT 모델과 Silverman & Thompson(2008)의 MKT 발달 모델

을 결합시켜 [그림 Ⅲ-5]과 같은 SKT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때, Silverman 

& Thompson(2008)의 MKT 발달 모델은 Ball et al.(2008)의 MKT의 하위

지식 범주를 고려하지 않고 KDU에서 MKT로의 변형50)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Groth(2013)의 SKT 모델은 Ball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50) 탁병주(2017)는 이 변형을 “SMK에서 PCK로의 변환”으로 해석하였다.  

[그림 Ⅲ-5] Groth의 변형적 관점의 SKT 구조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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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틀에서 SMK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CCK, SCK, HCK) 각각에 

KDU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교사지식에 대한 변형적 모델로 제안된 

Silverman과 Thompson의 MKT 발달 모델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인 KDU

는 통합적 모델에서의 SMK와 달리 분절할 수 없는 “개념망(또는 연결

망)”(p.19)을 지칭한다. 그런데 Groth는 이러한 KDU를 SMK의 하위지식

과 관련시켜 구별하는 시도를 통해 Ball et al.(2008)과 Silverman & 

Thompson(2008)의 틀을 통합시켰다. 또한, Groth(2013)의 SKT 모델에서 

MKT의 지식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Groth(2013)의 

SKT 모델은 SMK가 PCK의 발달을 위한 잠재적 근원이라는 가설을 강화

시킨다. 이에 따라 SMK를 가진 교사는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교수학

적 행위를 반성(탈중심화)함으로써 PCK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Groth(2013)의 틀에서 KCS는 KCT의 구성의 전조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KCS는 부족하지만 KCT가 탄탄한 교사를 생각하는 것은 부자연스

럽기 때문에 KCS와 KCT 사이의 선후 관계가 직관적으로 당연해 보이지

만 둘 사이의 잠재적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어느 범주의 지식이 다른 범주의 지식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면 교사교육의 실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Groth & Meletiou-Mavrotheris, 2018).

탁병주(2017)는 Groth의 변형적 SKT 관점에 따라 통계적 소양 교육을 

위한 SKT 모델을 다음과 같이 명제적 지식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pp.61-64). 

1) 교사는 지도하려는 통계적 개념의 학습에서 필요한 비결정론적, 맥락 의존

적, 자료 기반적 사고를 이해해야 한다.

2) 교사는 맥락적 지식과 통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맥락적 영역과 통계적 영역

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3) 교사는 통계에서 통계적 문제해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4) 학습자가 통계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적 자세와 신념을 형성할 수 있

도록 교사는 통계의 유용성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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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제시한 처음 세 가지 SKT의 술어는 “이해하다”로 서술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해 그는 통계적 소양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SMK

를 KDU의 관점에서 구체화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Groth의 변형적 관점의 SKT 모델에 따르면 KDU는 SMK의 세 

가지 하위범주의 지식을 모두 포함하여 통계 교과에 대한 핵심적 이해 상

태를 의미하며, 통계 지도에 필요한 PCK를 구성하고 교수학적으로 강력한 

이해로 진전하기 위한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Groth의 변형

적 관점에 따라 KDU로서의 SKT에 초점을 두고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

에게 필요한 통계지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2.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

2.1.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

통계적 추리는 일반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통계적 소양51)을 위한 지식 

기반으로 간주된다(Gal, 2004). Gal(2004)은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토대로 

통계적 소양을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통계적 지식 기반(statistical 

knowledge base)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는데(p.58), 여기에 

통계적 추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1) 자료가 필요한 이유와 자료가 생성되는 방법을 안다.
  2) 기술통계와 관련된 기본 용어와 아이디어에 익숙하다.
  3) 그래프와 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와 아이디어에 익숙하다.

51) Gal(2010)에 따르면, 통계적 소양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지칭
한다. 하나는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는 통계 정보나 자료와 관련된 주장, 또
는 스토캐스틱 현상(stochastic phenomena)을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 정보에 대해 토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말
하는데, 예를 들면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정보가 함축하고 있는 것에 대
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제시된 결론을 수용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능력과 행동들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여러 기초 지식과 성향에 근거한다.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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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적인 확률 개념을 이해한다.
  5) 통계적 결론 또는 추리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안다.

Ball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MKT 틀에 비추어 보면, 통계적 소양의 

지식 기반으로서 통계적 추리는 CCK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민정, 이종학, 김원경(2016)은 통계적 추정과 관련하여 MKT의 

하위지식 범주의 예시를 <표 Ⅲ-2>와 같이 제시하였다. 특히, 그들이 든 

예시에서 CCK는 통계적 추정의 비수학적 지식을 나타내는 반면, SCK는 

고등적인 수학적 지식을 의미한다.

이상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담긴 통계적 추리에 대한 기본적

인 용어, 개념 및 형식적 절차에 대한 지식은 CCK로 간주할 수 있고, 

교사가 이를 지도하기 위해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개념, 원리 및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52)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을 SCK로 간주할 수 있으

52) 이동환(2010)은 Ma(1999)와 Even(1990)의 논의를 토대로 ‘교사가 자신이 가르
치는 학교수학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즉, 
이것은 “교사가 학교수학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하고 다양
한 방식으로 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ibid, pp.15-16)을 의미한다. 
Ma(1999)는 ‘기초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Profound Understanding of 
Fundmental Mathematics, PUFM으로 표기함)’를 수학교사의 바람직한 교과지

<표 Ⅲ-2> CCK, SCK, HCK의 예시 (pp.318-319)

범주 통계적 추정과 관련된 사례

CCK
통계적 추정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모수를 추측하는 것임을 

아는 것

SCK

변량으로서 표본 평균이 지니는 변이성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거나 

신뢰구간이 어떤 값에 대한 모수 가        

(단,  는 추정량 의 함수임)에 속하는 구간    
를   의 확률구간이라고 하고, 실제 표본 관찰값으로 

계산한 구간    임을 연역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HCK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상의 확률과 통계 영역이 지

닌 ‘분포개념’, ‘요약개념’, ‘표본개념’ 순으로의 연계성을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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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포함된 통계적 개념들 사이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은 HCK로 간주할 수 있다.

몇몇의 연구자들은 교사지식의 관점에서 ISI가 SMK의 세 가지 하위범주 

중 어떤 지식에 해당되는지 논의하였다. 먼저, 일부 연구자들은 ISI를 

CCK로 간주한다(Noll, 2007; Gonzàlez, 2014). 다음과 같은 Makar & 

Rubin(2018)의 글은 ISI가 CCK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통계적 추리는 통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 불행하게

도,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수학적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형식적인 통계적 절

차 때문에 통계의 힘에 접근하기 힘들다. ... 그러나,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일하

는 사람들은 Harradine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과 배경 

지식 없이도 통계적 추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다. 따라서 통계적 추

리의 힘에 접근은 수학적・통계적 배경 지식을 갖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을 알지 못하거나 이후에도 이를 배울 기회가 없

는 사람들도 통계적 추리를 할 수 있다. (p.264)

위의 발췌에서 Makar와 Rubin이 사용한 통계적 추리라는 용어의 의미는 

FSI보다는 ISI에 가깝다. 그들은 수학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형식적인 통계

적 절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ISI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수 활동 이외에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통된 지식이라는 점에서 ISI를 CCK로 범주화할 

수 있다.

한편, Groth(2013)는 자신의 이전 연구에 이어 경험적 연구를 통해 SKT

의 하위지식 범주 중 SCK를 보다 정교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에 따르면, SCK는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표현에 대한 지식

과 학생들의 새로운 전략 및 표현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p.38)

식의 표본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사가 PUFM을 지녔다는 것은 “초
등수학에 대한 개념적 구조와 수학적 기본 태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다”(Ma, 1999, 
p.124, 이동환, 2010, p.15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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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SI와 ISI의 근본적인 차이는 추리

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분석 방법이다. 즉, FSI

는 신뢰구간과 가설검정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는 

반면, ISI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비형식적 추론 지식에 의지한다

(Tobías-Lara & Gómez-Blancarte, 2019). 특히, ISI에서는 학생들이 자료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유로운 탐색을 허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표준적인 

통계적 도구뿐만 아니라 비표준적인 표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ISI를 지도하는 교사들은 표준적인 통계적 도구에 대한 지

식뿐만 아이들이 구성한 비표준적인 표현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

들이 만든 새로운 전략 및 표현이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또

는 아이들의 자료분석 결과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Groth, 2013). 이에 따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 및 비형식적 추론 전략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은 SCK로 범주화될 수 있다. 

또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교육연구에서 ISI의 핵심적인 교육

적 역할 중 하나로 ISI는 FSI로 일관성 있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선행학습경로로 간주된다. 예컨대, NCTM(2000)과 GAISE 보고서와 같은 

교육과정 성격의 문서에는 FSI를 배우기 위한 선행단계로서 ISI를 먼저 지

도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ISI와 FSI의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자료분석 방법의 차이를 제외하면 둘 사이에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ISI를 지도할 때 이후에 학습하

게 될 FSI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은 

HCK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ISI와 관련된 교사지식은 Ball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SMK의 세 가지 하위지식 범주의 모든 측면을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roth & Meletiou-Mavrotheris(2018)에 따르면, 통계적 추리는 학생들과 마

찬가지로 교사에게도 매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통계적 추리를 효과적

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 교사의 SMK를 

향상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De Vetten et al.(2018a, b)은 



- 104 -

ISI가 FSI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대안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인식됨에 따라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내용지식(ISI-C

K)53)을 확인하고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KT의 두 가지 상위

지식 범주 중 SMK에 초점을 두고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

계지식(statistical knowledge for teaching informal statistical inference, 이하 

SKTi로 표기함)54)’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교사지식 이론을 바탕으로 SKTi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취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SKTi를 어느 특정 하위범주의 

통계지식으로 제한하기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간주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Ball과 동료들의 MKT 틀에 따라 SKTi는 ISI를 지도하

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CCK, SCK, HCK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KTi의 세 가지 하위지식 범주를 구별하는

데 주목하는 대신 각각의 하위지식 범주를 염두에 두고 교사가 갖출 필요

가 있는 SKTi를 찾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다음, 본 연구에서는 Groth의 변형적 관점의 SKT 모델에 따라 SKTi는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PCK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잠재적 근원으로 간주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SKTi를 교사가 ISI에 

대한 교수학적 이해를 발달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이해(KDU)로 

간주한다. 

이하에서는 SKTi에 대한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SKTi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SKTi를 구체화한다. 

53) De Vetten et al.(2018b)은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내용지식
(content knowledge of informal statistical inference)를 ISI-CK로 약호화하였다.

54) 본 연구에서는 Ball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MKT 모델에서 두 가지 교사지
식 범주인 SMK와 PCK 중 SMK에 초점을 두고 ISI를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지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SMKi라고 표기하기보다는 SKTi로 표기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통계적 지식
을 지칭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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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 구체화

본 연구의 질문 중 하나는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통

계지식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SKTi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환(2010)은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교과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우정

호 외(2006)의 교수학적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수학적 분석은 수학적 지식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 수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어떤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교육 체제 내에서 

수학 내용을 가르치기에 적절하도록 조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수학 내용을 

분석하는 것, 특정한 수학적 주제를 수학적, 철학적, 역사적, 인식론적, 심리학

적, 현상학적, 언어학적, 실용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교육적 관

점에서 관련,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정호 외, 2006, pp.39-40)

이동환(2010)에 따르면, 교수학적 분석은 가르치려는 수학적 지식을 다

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정보를 통합하여 그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수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연구방법이

다(p.23). 그는 복소수 개념에 대한 역사발생적 분석, 수학적 분석, 교육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교수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복소수 지도를 위한 수

학적 지식을 명제적 지식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동환(2010)은 교수학적 분

석 방법을 수학교육 맥락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수학지식을 도출하는 방

법으로 논의한 반면, 탁병주(2017)는 통계교육 맥락에서 이에 대해 논의

하였다. 탁병주(2017)에 따르면, 교수학적 분석은 한편으로 지식이 수업

을 위한 변환을 거칠 때 파손되어서는 안 되는 지식의 본질을 밝혀내고, 

다른 한편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65). 구체적으로, 그는 통계적 소양 교육에서 표본 개념의 

의의, 그 개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표본 개념의 역사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표본 개념에 대한 예비교사의 이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통계지식55)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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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정호 외(2006)는 교수학적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교수학적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이 포함된다. 하나는 수학적, 철학적, 언

어학적, 심리학적, 역사적 측면 등 개별적인 측면에서 수학적 지식의 본질을 

분석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교육적 관

점에서 하나로 종합,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작업이다.  

즉, 교수학적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교과지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고(1단계), 그다음 각 측면에

서 분석한 결과를 교육적 관점에서 하나로 종합하는 것이 요구된다(2단계).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ISI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통계적 추리의 정의와 의미, 통계적 추리에 대

한 이해의 어려움, ISI가 발생한 역사적 배경, ISI에 대한 정의 및 교육적 

역할, ISI의 사고 요소, ISI를 위한 필수적인 통계적 개념, ISI의 발달을 

지원하는 요소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Ⅱ장에서 수행한 ISI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검토는 ISI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의 1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Ⅱ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이를 종합하는 교수학적 분

석의 2단계는 이하에서 논의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SKTi를 명제

적 지식으로 구체화한다. 

먼저, ISI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ISI는 EDA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DA는 형식적 절차(신뢰구간, 가설검정)에 의

지하지 않고 자유로운 탐색적 자료분석을 통해 자료 이면의 패턴 및 구

조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Tukey, 1977). EDA가 출현한 이래로 통

계학자들에게 널리 인정받았지만, EDA는 본질상 기술통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통계에서 EDA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점은 “통계의 힘”(Makar & Rubin, 2018, p.272)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이때, ‘통계의 힘’이란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 미지의 모집

55) 탁병주(2017)는 표본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통계지식을 
SKT-s(statistical knowledge for teaching sample)로 약호화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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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한 어떠한 주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추리의 힘’을 의미한다. 

EDA의 결론은 현재 다루고 있는 자료와 그 상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더 넓은 상황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Cobb & Moore, 

1997). 

ISI는 E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이는 EDA와 마

찬가지로 형식적인 통계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료에 대한 깊은 탐색

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더 넓은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ISI의 역사적 배경에 착안

하여 ISI를 정의할 때, ‘형식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음’과 ‘주어진 자료

의 기술을 넘어서는 일반화’라는 두 가지 특징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ISI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SKTi-GP56). ISI는 형식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 더 넓은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일반화를 도출하는 과정임을 

인식한다.

그다음, 앞서 언급하였듯이 ISI가 출현한 배경은 EDA가 주어진 자료의 

기술에 국한된다는 점과 더불어 “통계(자료)와 확률(가능성) 사이의 연결

을 약화시킨다”(Biehler, 2013, p.671)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Makar & 

Rubin(2018)은 EDA는 “통계에서 확률이라는 수학적 요소를 분리할 때 

불확실성까지 떼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p.272)고 지적하였다. 즉, ISI는 

EDA에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방식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  

ISI가 출현한 또 다른 배경은 FSI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조사한 여

러 연구에서 학생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오류와 이해의 어려움이 지속적

으로 보고됨에 따라 이를 보다 잘 지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도방안을 

조사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FSI에서는 신뢰구간과 가설검정과 같은 

56) 본 연구에서 사용한 ‘SKTi-GP’라는 약호는 주어진 자료를 넘어서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Generalization of Population beyond the data)’와 관련된 SKTi라는 
점을 암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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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방법을 통해 통계적 추리의 불확실성을 신뢰수준 형식으로 명시

한다. 반면, ISI에서는 추리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FSI에서 사용하

는 확률 이론 대신 직관적이고 비형식적인 확률적 언어(Franklin et al., 

2005)의 사용을 허용한다. Ben-Zvi et al.(2012)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은 

몇 가지 수준의 불확실성을 구별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불확실성의 수준

에 수 값을 부여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이후 반복된 학습경험과 인지 

발달을 통해 불확실성 수준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여 이를 계량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ISI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을 다음과 같이 기술

할 수 있다.

SKTi-PL57). ISI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확률적 언어가 사용된다

는 것을 인식한다.

ISI에서는 추리를 할 때 FSI에서처럼 형식적 방법에 의지하는 대신 사

전지식을 사용한다(Zieffler et al., 2008). Zieffler와 동료들이 언급한 ‘사전

지식’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ISI를 할 때 사용할 수 있

어야 하는 통계적 개념들을 제시한 바 있다(Ben-Zvi, 2006; Makar et al., 

2011; Park, 2012; Park, 2015; Pfannkuch, 2008; Rubin et al., 2006). 특히, 

이들은 ISI에서 불확실성의 표현 요소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표집변이

성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통계적 추리는 표집에서 비롯된 변이성 또는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

해 구성된 개념으로(Garfield & Ben-Zvi, 2008), 학생들은 통계적 추리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 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Wild et al., 2011).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주어진 표

본 자료로부터 추리할 때 자료의 퍼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토대로 모평균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는, 매

우 작은 표본 한 개를 이용하여 모집단에 대한 주장을 만들 때 같은 크

57) 본 연구에서 사용한 ‘SKTi-PL’이라는 약호는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
(Probabilistic Language)’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SKTi라는 점을 암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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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다른 표본들이 반복 추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 사이의 변이가 

너무 커서 편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주장이 매우 불확

실할 것임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ISI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의 추리의 불확실성을 전달하기 위해 자료의 변이성, 대표성, 

편향성, 무작위성, 표본의 크기, 표집변이성과 같은 통계적 개념들을 논

거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은 표본의 크기, 무

작위 과정, 직관적 신뢰구간, 분포, 모집단 분포와 표본 분포 사이의 관

계와 같은 핵심 아이디어를 서로 관련시켜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

(Pfannkuch, 2008). 즉, 학생들이 ISI에 참여할 때 표집변이성을 고려한다

는 것은 Pfannkuch가 언급한 5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서로 관련지어 사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학생들은 표집변이성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

에서 ISI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이를 ISI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으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SKTi-SV58). ISI의 불확실성은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을 통해 표현된

다는 것을 이해한다. 

한편, Moore(1998)는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신념에서 벗어나 생

각을 변화시키고 더욱 강력한 근거를 구하기 위해 자료에서 얻은 증거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추리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로서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험은 통계의 힘

을 감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Ⅱ장에서 FSI와 ISI의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료로부터 추리의 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분석 방법

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FSI는 통계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형식적 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모집단의 모수의 참값을 

추정하거나 가설을 검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

58) 본 연구에서 사용한 ‘SKTi-SV’라는 약호는 ‘표집변이성(Sampling Variability)’
에 대한 추론과 관련된 SKTi라는 점을 암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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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이러한 FSI의 형식적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ISI는 형식적 방법 대신 기술통계나 EDA를 통해 자료

에서 얻은 증거를 기반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Zieffler et al.(2008)에 따르면, ISI는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

해 예측하기 위해 증거에 기반을 두고 논증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사전지식에 의지한다. 

1) 분포 또는 평균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에 대한 지식 

2) 특정 주장에 비추어 추출된 표본이 매우 놀라운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같이 추리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 

3) 통계적 언어의 사용                        Zieffler et al.(2008, p.45)

즉, 추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이 아닌 주어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형식적 기

법이나 절차 대신 기술통계나 추리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과 같은 사전지

식에 의지할 수 있다. 이를 ISI 지도를 위한 지식으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SKTi-DE59). ISI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 대신 기술통계를 통해 자료

에서 얻은 증거로부터 뒷받침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ISI에서는 추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 개개의 자료값

이 아닌 자료의 전체적 속성(aggregate properties)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

다(Rubin et al., 2006). 즉, ISI는 자료의 중심, 변이성, 형태, 공분산 등에 

대한 전체적 측도(aggregate measures)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Aridor & 

Ben-Zvi, 2019). 또한, 학생들의 ISI 전략을 탐색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한 다음 실제로 검사를 수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한 여러 연구

59) 본 연구에서 사용한 ‘SKTi-DE’라는 약호는 ‘증거로서의 자료(Data as 
Evidence)’의 사용과 관련된 SKTi라는 점을 암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표

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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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추리할 때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이정연, 이경화, 2017; Ciancetta, 

2007; Jacob, 2013; Goss, 2014; Park, 2012; Pfannkuch, 2007). 예컨대, 이정

연, 이경화(2017)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추리 과제를 다룰 때 자

료집합의 중심 측도와 함께 분산 또는 분포의 형태를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ISI에서는 자료를 기술할 때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사용하

고 추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하는 것

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ISI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을 다음과 같이 기

술할 수 있다. 

SKTi-AP60). ISI에서는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사용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ISI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적 틀을 규명한 몇몇의 주요 연구에서는 

ISI에서 맥락적 지식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지만 이것을 ISI의 구성 요

소로 간주하진 않는다(Makar & Rubin, 2009; Zieffler et al., 2008). 이러한 

연구에 후속하여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요소를 밝히고자 시도했던 여

러 연구자들은 맥락적 지식이 ISI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

소라고 주장하였다(Gil & Ben-Zvi, 2011; Madden, 2011; Makar et al., 

2011; Pfannkuch, 2011). 이로부터, 맥락적 지식은 ISI의 구성 요소에 포함

되진 않지만 ISI를 촉진시키는 또는 ISI의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간주될 수 있다. 

Dewey(1910)는 맥락적 지식을 추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요소

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60) 본 연구에서 사용한 ‘SKTi-AP’라는 약호는 자료의 ‘전체적 속성(Aggregate 
Properties)’에 대한 고려와 관련된 SKTi라는 점을 암시하기 위해 새롭게 만

든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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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날것 그대로(bare things)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제안된

(suggestions) 의미를 다루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각할 수 있는 특

정 존재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 맥락은 추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요

소이며, 모든 의미는 특정 상황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 (Makar et al., 

2011, p.157에서 재인용함).

통계적 추리는 주어진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자료산출 과정에 대한 맥

락 및 원래 모집단의 맥락으로 되돌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

는 과정이다. 또한, Gil & Ben-Zvi(2011)에 따르면, 맥락적 지식은 학생들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의 신념과 자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곧 학생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자료에서 얻은 정

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맥락적 지식과 통계

적 지식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ISI 수준을 평가한 여러 연구에서는 맥락적 지식과 통계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Goss, 2014; Huey, 2011; 

Jacob, 2013; Park, 2012; Pfannkuch, 2006b, 2007). 예컨대, Huey(2011)는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리하는 경우를 가장 높은 ISI 

수준(관계적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ISI를 지도할 

때 맥락적 지식과 통계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

요가 있다. 이를 ISI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으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SKTi-CK61). ISI에서는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한

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적 분석을 통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SKTi를 여섯 가지 명제적 지식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하

61) 본 연구에서 사용한 ‘SKTi-CK’라는 약호는 ISI의 사고 요소 중 ‘맥락적 지식

(Contextual Knowledge)’의 통합과 관련된 SKTi라는 점을 암시하기 위해 새롭

게 만든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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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이 가진 통계지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를 개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탐

색한 문헌들을 살펴본다. 

    

2.3.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한 통계지식 문헌 분석

현재까지 ISI에 대한 교사지식을 깊이 천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Ben-Zvi, 2015). ISI에 대한 교사지식을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는 

Makar & Rubin(2009)이 제안한 ISI의 세 가지 핵심원리를 분석틀로 사용

하였다(De Vetten et al., 2018a, b, 2019; Leavy, 2010). 특히, 이 세 가지 

핵심원리 중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주장(일반화)’ 요소와 ‘증

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요소보다 ‘불확실성의 표현’ 요소와 관련된 개념 

및 추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SKTi-PL 및 SKTi-SV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사

들은 표집, 표본의 크기, 표집변이성, 대표성, 편향의 원인 등에 대한 지

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De Vetten et al., 2018a, b; 

Makar & Confrey, 2004; Mooney et al., 2014; Watson & Callingham, 

2013). Mooney et al.(2014)는 표집변이성 개념과 관련하여 많은 예비교사

들이 표본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만, 실

제에서는 표집변이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또한, Watson & Callingham(2013)은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중 대략 

절반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큰 변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Makar & Confrey(2004)은 교사들

이 평균과 같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자료의 변이성과 표집변이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변이성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Liu & 

Thompson(2005)은 예비교사들이 이론적으로 학습한 표집분포와 신뢰구간 

개념을 실제 자료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마찬가

지로, Heid, Perkinson, Peters & Fratto(2005)는 예비교사들이 표집분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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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실제 자료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

한, 그들은 표집분포를 모집단과 비교할 때 확률론적으로 추론하는 대신 

결정론적으로 추론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

부분의 연구 문헌은 현재의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맥락 및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추리하고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 간의 관

계를 이해하는 교사역량을 개발시키는데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ISI 맥락에서 조사한 연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

로 SKTi-AP와 관련하여 예비교사의 지식이 피상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Batanero & Díaz, 2010; Garfield & Ben-Zvi 2007; Jacobbe & 

Carvalho, 2011; Koleza & Kontogianni, 2016). 예컨대, Canada & 

Ciancetta(2007)는 예비교사들이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중심과 퍼짐을 

결합시켜 추론한 응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roth & Bergner(2006)는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이 자료의 중심 측도(평균 

또는 중앙값)를 이해하는 방식은 대부분 절차적이고 도구적 이해에 머물

러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avy(2006)는 예비초등교사가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분포를 어떻게 추론하는지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두 집단 비교 과제는 원래 추리와 관련된 것이지만 자

료분석은 표본 분포에 대한 예비교사의 추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

구로부터, Leavy(2006)는 예비교사들이 자료집합을 다룰 때 그래프 표현

을 이용하여 탐색하는 대신 중심 측도를 계산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이 자료의 전체적 측

도와 그래프 표현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의 분

포를 비교할 때 이러한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변이성의 역할을 고려하

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De Vetten et al.(2018a)은 이전 연구와 달리 ISI의 세 가지 핵심

적 원리(Makar & Rubin, 2009) 각각에 초점을 두고 ISI에 대한 예비교사

의 이해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네덜란드 전역의 교육대학생 722명을 대

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

의 절반이 자료의 전반적인 분포 형태를 고려하며 기술통계가 ISI를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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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수의 

예비교사들은 무작위 표집이 타당한 표집방법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무

작위 표집보다 할당 표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한,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주어진 자료를 기술하는 데만 치중하고, 표본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기술하였

다. 또한, 그들은 SKTi-PL와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이 결정론적 일반화는 

불가능하고 확률적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표집, 

표본의 크기, 표집변이성, 불확실성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e Vetten et al.(2018b)는 자신들의 선행연구에 이어 교육대학의 수업

개입을 통해 예비초등교사의 ISI-CK 개발을 탐색하였다. 그들은 5차시 

분량의 수업 자료를 고안한 다음, 21명의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De Vetten과 그의 동료들은 사전・사후검사 비교와 

수업 개입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해봄으로써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주

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불확실한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수업 활동에서 사용한 과제와 시뮬레이션 

도구 및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실습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그들이 사용한 미디어 검색 과제는 추리의 필요성 및 표본과 

모집단을 구별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시뮬레이션 도구는 표

집변이성 및 무작위 과정의 개념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통계적 문

제해결 과정의 실습은 모집단과 표본 간의 구별을 강화시켜 추리의 필요

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De Vetten et al.(2018b)은 자신들이 

고안한 수업 개입은 충분히 큰 표본의 크기에 대한 감각을 개발시키는데 

한계가 있었고, 무작위 표집보다 할당 표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변화시키

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ISI 맥락에서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 불확실성의 표현과 관련하여 예비

교사의 ISI-CK를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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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e Vetten et al.(2019)은 자신들의 선행연구에 이어 ‘커지는 표본 

교수법(growing samples heuristic)’(Bakker, 2004)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4명의 예비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ISI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예비초등교사들은 표본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3회 거치는 동안 더 큰 표본의 그래프를 예측하고 모집단의 분포로 일반

화해보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 한 개에 기초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였지만, 이러한 일반화 가능성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적

절한 표본의 선택(무작위 표집, 적절한 표본의 크기)에서 비롯된다는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De Vetten et al.(2019)은 대부분의 연구참

여자들이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는 추리 과제에서 ISI를 뒷받침하는 증거

로 기술통계를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대략 1/3의 연구참여자들

만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기술통계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De Vetten et al.(2019)은 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할 때 계산 

없이도 직관적으로 두 자료집합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 기술통계를 사용

하도록 자극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의 연구참

여자들이 추리의 불확실성과 표본의 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그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자료 너머로의 일반화보다는 주어진 표본 그 자체를 기술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ISI에 대한 교사지식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

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통계적 추리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통계

적 개념 및 통계적 추론에 초점을 두고 현직교사 또는 예비교사의 통계

지식을 조사한 연구는 다수 보고된 바 있다(고은성, 이경화, 2010, 2011; 

지영명, 유연주, 2019; 탁병주, 2017; 탁병주, 고은성, 지영명, 2017; 탁병

주, 구나영, 강현영, 이경화, 2014). 예컨대, 고은성, 이경화(2010)는 확률

과 통계 영역의 교수학습에서 무작위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고 주장하며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문제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무작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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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이 우

연현상의 단순사건과 복합사건에 내재된 무작위성은 쉽게 파악하는 반

면, 자료 측정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무작위성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고은성, 이경화(2010)는 예비교사교육에서 

확률과 통계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자 할 때 자료 측정 상

황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변이성 개념에 비추어 이를 분석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은성, 이경화(2011)는 표집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표본대표성, 표집

변이성, 표집분포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해를 설문조사

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무작위 표집을 

적절한 표집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표집에서 표본이 모집단에서 차지

하는 비율보다 표본의 크기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체 표본의 크기가 아니라 표집 횟수가 중요함을 인식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모집단 분포의 

형태와 무관하게 표본 평균의 분포가 모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대략 정

규적인 형태를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병주 외(2014)는 표본 개념의 이해에 필수적인 표본대표성과 표집변

이성 개념에 주목하여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

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표집대표성에 비해 표집변이성을 잘 이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그들은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통계 관련 강좌가 표집변이성 개념을 개발시키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촉

구하였다.

또한, 탁병주 외(2017)는 예비교사교육에서 두 자료집합 비교 과제의 

기능 및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Zieffler et al.(2008)

에 따르면, 두 자료집합 비교 과제는 학생들의 ISI 전략 및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

의 ISI 전략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두 자료집합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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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통계적 추론 전략을 분석하는

데 주목하였다. 이 연구 결과,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두 자료집합 비교 

과제를 다룰 때 변이성과 분포와 같은 기술통계에 주목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맥락적 지식을 고려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한편, 그들의 응답에서 

표본의 크기와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탁병주 외(2017)는 예비교사교육의 관점에서 두 자료집합 

비교 과제는 분포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하게 만드는 반면, 표본의 크기 

및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을 자극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를 자연스럽게 추론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연, 이경화(2017)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ISI 수준 및 그 특징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ISI 수준을 판별하

기 위해 커지는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그래프를 추측하는 과제와 두 자

료집합을 비교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할 

때 Makar & Rubin(2009)이 제안한 ISI의 핵심원리 중 ‘증거로서의 자료

의 사용’의 측면에서 분포의 다각적 측면에 주목하고 여러 가지 통계적 

개념들을 통합하며 자료와 맥락에 기초하여 추리하는 경우를 가장 높은 

ISI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그들은 표본과 표집에 대

한 이해가 학생들의 ISI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추측통계를 현재보다 낮은 학년에서부터 점진적이고 비형식적으로 지도

하기 위해서는 표본과 표집에 주목하는 비형식적 추리 활동의 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 Garfield(2003)가 제안한 통계적 추론 

요소62) 및 통계적 추론 평가(statistical reasoning assessment, SRA로 약호

화함) 모델을 사용하여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의 통계적 추론을 조사한 

62) Garfield(2003)가 제안한 6가지 통계적 추론 요소는 각각 자료에 대한 추론, 
자료의 표현에 대한 추론, 통계적 측도에 대한 추론, 불확실성에 대한 추론, 
표본에 대한 추론, 상관관계에 대한 추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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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신보미, 2018; 이종학, 2014). 예컨대, 신보미

(2018)는 Garfield(2003)가 제안한 통계적 추론 요소 중 통계적 측도, 불확

실성, 표본, 상관관계에 대한 추론에 초점을 두고 현직교사의 통계적 추

론을 분석하였다. 그는 교사들이 제시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거의 

모든 교사들이 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할 때 중심을 나타내는 평균에만 

주목하고 자료의 퍼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한, 일부 교사들은 두 집단 비교에서 각 집단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살피지 않고 최솟값이나 최댓값과 같은 극단적인 자료값에만 주목하거나 

자료값의 일부만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주어진 자료

의 특성을 설명할 때 어떤 통계적 측도를 사용해야 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 상황에서 통계적 측도에 대한 추론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신보미(2018)는 불확실성에 대한 추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사들

이 등확률 전략, 결과적 접근 전략, 대표성 전략63)과 같은 확률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

당한 확률 문제 상황을 이론적으로 해석하여 수학적 확률을 구하려고 시

도하거나, 실험적 접근을 택한 경우에도 상대도수의 변이를 고려하지 않

고 한 번 시행에서 얻은 상대도수를 통계적 확률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신보미(2018)는 표본에 대한 추론과 관련하여 교사들

은 무작위 표본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제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표

본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판단할 때 표본 추출 방법보다는 표본의 

63) 신보미(2018)에 따르면, 결과적 접근 전략은 확률을 고려할 때 반복하여 일
어나는 사건의 분포가 지니는 특징으로 이해하기보다 한 번 시행한 결과를 
예측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 접근 전략을 따르는 학생은 
사건의 확률을 예측하도록 하였을 때 ‘어떤 결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답하
거나, 확률이 0에 가까우면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1에 가까우면 
확실히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등확률 전략은 무작위 사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압정과 같이 물
리적으로 비대칭인 물체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도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성 전략을 따르는 학생은 모집
단의 특징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며, 
모든 표본은 크기에 관계없이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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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더 주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본조사를 통해 얻은 

통계적 정보를 과소평가하여 전수조사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거나, 표본조

사에서 발생하는 표집변이성을 해석하는데 부적절한 추론 유형을 보인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표본을 여러 번 선택할 때 표본 통계량이 

달라지는 양상을 큰 수의 법칙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교사들 대다수가 표본의 크기에 따른 표집변

이성을 적절하게 추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신보미(2018)와 유사하게, 이종학(2014)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통계적 추론 능력 및 오개념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자신

의 연구로부터 예비교사들마다 통계적 추론 수준이 매우 상이할 뿐만 아

니라 추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

체적으로, 표본의 크기와 편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항에서 많은 예비

교사들이(60.9%)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다는 통계적 사실에 근거하여 추론의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한 반면, 나

머지는(39.1%)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편의의 가능성은 동일할 것이라

고 잘못 추측하였다. 또한, 그는 확률을 해석하는 통계적 추론과 관련된 

문항에서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이 신뢰구간과 신뢰도의 개념을 인식하긴 

하지만, 이 개념을 문제상황에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3. 논의

이 장에서는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통계지식이 무엇

인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수학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두 가지 교사지

식 모델, 즉 Ball과 그의 동료들의 MKT 모델과 Silverman & Thompson의 

변형적 관점의 MKT 발달 모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두 가

지 교사지식 이론을 바탕으로 SKT에 대한 틀을 제안한 통계교육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Groth의 변형적 관점의 SKT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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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SKTi를 어느 특정 하위범주의 지식으로 제한하기보다 세 가지 

하위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본 연구에서 SKTi는 Ball

과 동료들의 MKT 틀에 따라 통계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SMK

의 세 가지 하위지식 요소(CCK, SCK, HCK)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다른 한편으로, Silverman & Thompson의 변형적 관점에 따라 SKTi는 

KDU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SKTi는 통계 교과에 대한 

발달에 핵심적인 이해를 의미하며 이것은 통계 지도에 필요한 PCK를 구성

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며 교수학적으로 강력한 이해로 진전하기 위

한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 SKTi에 대한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교수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여섯 가지 SKTi를 명제적 지식으로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여섯 가지 명제적 지식을 각각 SKTi-GP, SKTi-PL, 

SKTi-SV, SKTi-DE, SKTi-AP, SKTi-CK로 약호화하여 사용한다. 이하에서

는 Ⅱ장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섯 가지 SKTi 각각에 

포함된 사고 요소 및 개념 요소, 그리고 여섯 가지 SKTi들 사이의 잠정

적인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섯 가지 SKTi는 각각 ISI의 사고 요소와 이

를 위한 필수적인 통계적 개념들을 포함한다. <표 Ⅲ-3>는 여섯 가지 

SKTi 각각에 포함된 사고 요소와 개념 요소를 개괄하고 있다. 먼저, 

SKTi-GP를 가진 교사는 모집단 분포와 표본 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

여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일반화를 이끌

어낼 수 있다. 또한, SKTi-PL를 가진 교사는 변이성, 편향, 무작위 과정, 

직관적 신뢰구간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추리에 대한 불확실성

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SKTi-SV를 가진 교사는 표집대

표성과 표집변이성을 적절히 조율하고, 표본의 크기 효과 및 표집분포를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며 이를 통해 표집변이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SKTi-DE를 가진 교사는 기술통계량의 특성 및 역할을 이해하

여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에 의지하지 않고 자료로부터 얻은 기술통계를 

증거로 삼아 자신의 추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SKTi-AP를 가진 교

사는 자신의 추리를 논증하기 위해 자료의 중심 및 퍼짐의 측도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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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KTi-CK

를 가진 교사는 추리를 하는 동안 수시로 통계적 지식 영역과 맥락적 지

식 영역을 넘나들면서 둘 사이를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다.  

그다음, Ⅱ장에서 논의한 ISI의 사고 요소들 사이의 위계를 바탕으로 여

섯 가지 SKTi들 사이의 잠정적인 관계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Ⅲ-6]과 같다. 

즉, SKTi-GP는 가장 상위에 있는 지식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다섯 가지 

SKTi들은 SKTi-GP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SKTi-SV는 SKTi-PL에 

선행한다. 즉, 교사는 표집변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서로 관련

지어 이해함으로써 이로부터 비롯되는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SKTi-AP는 SKTi-DE에 선행한다. 즉, 자료를 분석할 때 

중심 및 퍼짐의 측도와 같은 전체적 속성을 고려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

을 고려하는 것은 자료로부터 얻은 기술통계가 자신의 추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에 선행한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한, SKTi-CK는 나머지 다섯 가지 SKTi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교사는 

주어진 자료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설정된 통계적 질문 및 자료수집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추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채택할 

<표 Ⅲ-3> SKTi의 사고 요소와 개념 요소

SKTi 사고 요소 개념 요소

SKTi-GP ․ 주어진 자료를 넘어서는 일반화 모집단 분포와 표본 분포 사이의 관계

SKTi-PL ․ 불확실성의 표현
변이성, 편향, 무작위 과정, 직관적 신뢰
구간

SKTi-SV ․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
표집대표성과 표집변이성, 표본의 크기 
효과, 경험적 표집분포

SKTi-DE ․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기술통계량의 특성 및 역할

SKTi-AP
․ 전체적 속성에 대한 고려

․ 분포의 다양한 측면 통합 
기술통계(그래프, 대푯값, 변이성, 분포)

SKTi-CK ․ 맥락적 지식의 통합
통계적 문제 설정, 자료수집 및 계획, 자
료분석 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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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문제 상황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변이성 및 표집변이성에 대

한 추론과 같은 사전지식에 의지하여 추리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

현할 수 있어야 하며, 주어진 자료 너머에 있는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여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추리 활동에 참여하는 내내 수시로 통계적 지

식 영역과 맥락적 지식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 둘 사이를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이 장에서는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실증

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섯 가지 SKTi에 비

추어봄으로써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이 가진 SKTi의 양상을 파악하고, 추

가될 필요가 있는 연구 영역 및 결여된 연구주제를 확인하였다. 이하에

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섯 가지 SKTi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로부터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교사가 갖추어야 할 SKTi에 대한 연구가 더욱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약 ISI가 학교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면 무엇보다 

우선 이를 지도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ISI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사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고, 특히 교사가 갖추어야 할 SKTi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최근 들어 ISI에 관한 교사지식 연구의 결과물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학생들의 학습에 초점을 둔 ISI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사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SKTi-GP

SKTi-DESKTi-PL

SKTi-AP

SKTi-CK

SKTi-SV

[그림 Ⅲ-6] 여섯 가지 SKTi들 사이의 관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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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KTi에 대한 연구가 보

다 다양한 차원에서 더욱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SKTi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수록 아이들에게 ISI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

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SKTi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에 발표된 공통된 연구 결

과에 따르면,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이 ISI 과제를 해결할 때 주어진 자료

를 기술하는 데만 주목하고 그 이상의 추리적 주장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

하지 못한다. 더욱이,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통계는 매우 절차적이고 피상

적이며, 주어진 자료의 기술통계를 증거로 사용할 때 다양한 측면을 통합

시켜 추론하기보다 단일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은 추리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통계적 개념들에 

매우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아이들에게 

ISI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 교사들 스스로 SKTi를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SKTi에 대한 교사의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사교육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의 

SKTi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방안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

섯 가지 SKTi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예비교사의 SKTi는 어떤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보완할 SKTi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또한, 예비교사의 SKTi 개발

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설계하여 교수실험을 수행한 결과로부터 

예비교사의 SKTi 개발을 촉진시키는 교수적 요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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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비초등교사의 SKTi 개발을 위한 수업의 실제64)

최근 통계교육연구에서는 ISI를 FSI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대안

적 학습경로로 인정하고 있다(Pratt & Ainley, 2008). 이에 따라 여러 연

구자들은 낮은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이 ISI를 반복적으로 학

습하게 함으로써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익숙해질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ISI는 낮은 단계의 교육과정에서 그 자체

로 의미 있는 학습 주제로 간주된다(Makar & Rubin, 2009). 즉, 아이들이 

낮은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ISI와 관련된 사고 및 개념들에 익숙해지

면 미래의 FSI 학습을 준비시키는 동시에 현재의 통계적 사고 및 추론을 

개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통계교육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그들의 ISI 전략을 검사하고 이를 지원하

는 교수학습방법을 탐색한 바 있다(Gal & Ben-Zvi, 2011; Makar et al., 

2011; Meletiou-Mavrotheris & Paparistodemou, 2015). 예컨대, 

Meletiou-Mavrotheris & Paparistodemou(2015)는 매력적인 과제 및 교사의 

적절한 안내가 제공된다면 초등학생들도 ISI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ISI 개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

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은 예비교사의 SKTi 개발

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미래의 교육과정에 ISI가 포함된다

면 이를 지도할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시될 것

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비교사 또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SKTi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발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De Vetten et al., 2018b).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이론적으로 도출한 여섯 가지 SKTi 모델

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사전지식을 검사하고, 어떤 측면의 지식을 보

완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며, 그들의 SKTi 개발을 촉진시키는 교수학습

64) 이 장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승인
번호 IRB No. 1901/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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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Yin, 

2009)을 사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연구참여자

1.1. 사례 선정

사례연구(case study)는 단일사례의 특이성과 복잡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맥락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할 때 사용하는 연구방

법이다(Stake, 1995). 특히, Stake(1995)는 사례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an 

integrated system)”(p.2)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사례를 하나의 단

위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Adelmann, Jenkins, & Kemmis(1983)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특정한 사례를 

통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사례는 한 명의 학생, 

특정 프로그램, 한 교실 등이 될 수 있다. 

Merriam(2005)은 사례연구의 특징을 세 가지로 기술하였는데, 그 각각

은 특정적(particularistic), 기술적(descriptive), 발견술적(heuristic)이라는 것

이다(p.39). 먼저, 사례연구의 특정적 특징은 특정 상황, 사건, 프로그램, 

또는 특정 현상에 초점을 둔 연구를 의미하며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

망하는 동시에 세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두 

번째, 기술적 특징은 사례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는 그 사례를 매우 세밀

하고 자세하게 기술한다는 것이다. 즉, 사례연구는 관찰된 사건이나 요인

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세 번째, 발견술적 특징은 사

례연구를 통해 관심사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명백하게 밝힌다는 것을 말

한다. 또, 사례연구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Merriam(2005)은 사례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

와는 달리 “확률 표집을 요구하지 않는다”(p.84)고 주장하며 사례연구에

서 가장 적합한 표집방법은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이라고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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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목적표집은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정하

여 연구대상으로 삼는 표집방법을 말하는데, 이 사례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현상에 대해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는 표본이 선택된다(김영천, 

2016, p.137).

본 연구에서는 이전 장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예비초등교사의 SKTi

를 검사하고, 또 그들의 SKTi 개발을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일반화를 위한 확률 표집보다 이해와 발견을 위한 목적표집에 따

라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한 사례에 대해 기술한다. 

1.2. 연구참여자

1.2.1. 예비초등교사로서의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어느 지역의 교육대학에서 수학교육을 심화 전공하는 2학년 

27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

구를 수행하기 직전 학기에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교육자(이하 A교수라 

칭함)의 요청으로 ‘공학도구(통그라미, TinkerPlots)의 실습’이라는 주제로 

3차시 분량(총 150분)의 강의를 맡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강의에

서 새로운 자료 표현(예. 점그래프, 상자그림)에 대해 배우고, 자료를 탐

색적으로 분석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자료산출 과정을 확률

적으로 모델링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참여자들은 공학도구를 활용한 탐색적 자료분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의 궁금증이나 아이디어를 동료들에게 스스럼없이 노출

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들의 학습 태도 및 성향은 본 연구의 질문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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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1학년에서부터 교직소양, 교직이론, 교육실습의 세부 

과목들을 이수하였으며, 1학년의 교양과정으로 ‘수학의 이해’ 과목을 이

수하였다. 2학년에서 전공과목으로 ‘수학교과교육론’을 이수하고, 수학교

육을 심화 전공하는 교대생들이 이수하는 통계 내용학인 ‘초등교사를 위

한 확률과 통계’를 이수하였다. 이 심화 강좌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통계

적 사고의 특징, 분포와 변이성,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

로 학습하고, 다양한 자료 표현을 작성하는 절차와 관련 개념에 대해 배

우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와 수치

적 요약에 대해 학습하였다. 또한, 공학도구의 활용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서 개발ㆍ보급한 통그라미(통계청, 2019)와 Konold & Miller(2011)가 개발

한 탐색적 자료분석 소프트웨어 TinkerPlots의 기능 및 사용법을 실습을 

통해 배웠다. 또한, 그들은 학기말 모둠 과제로 실생활 관련 주제를 선정

하여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 통계포스터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활

동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 강좌에서 통계적 추리와 관련된 내용은 소

개되지 않았고, 특히 표집과 관련된 개념들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추리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는 

통계적 개념 및 추리적 추론 전략은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한 확률 

및 통계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대학 10곳의 입학 성적은 대체로 평준화되어 있고, 

교육과정이 유사하며, 각 교육대학의 심화과정은 본인의 희망과 전반적

인 사항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정된다(이종학, 2014). 이러한 점을 감

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수학교육을 심화 전공하는 2학년 예비초등교

사의 SKTi 개발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1.2.2. 교사교육자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된 교육대학의 수학교육학과 A교수는 본 연구를 본

격적으로 수행하기 2년 전에 통계교육연구에 관한 국제저널을 함께 번역하

여 읽고 토론하는 사적인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은 현재까지 본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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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 4명의 연구자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본 

연구자와 A교수는 통계교육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A교수는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된 교육대학

의 수학교육학과에서 5년 동안 재직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 초・중등 

수학 교과서 및 통계교육연구와 관련된 저술 활동이 왕성하며,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의 통계적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바 

있으며, 통계교수학습방법의 이론화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A교수는 본 

연구자가 평소 통계교육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

한 문제의식을 연구를 통해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조언하는 역할

을 제공하였다. 

A교수는 본 연구의 교수실험 이전 단계에서 개발한 다양한 자료들(사

전・사후검사지, 교수실험에서 사용할 과제 및 도구)을 검토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교수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예기치 못한 문

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인 팁과 보조를 제공하여 수업을 매끄럽게 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수시로 강의실을 순회하며 연구참여자

들의 사전지식을 상기시키고, 모둠 및 전체 토론을 북돋우는 역할을 제

공하였다. 또한, 교수실험 이후 단계에서 본 연구자가 수업에 대해 분석

한 내용을 협의하고 검토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원래 본 연구의 교수실험은 교대생들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도하고 설계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 자료를 A교수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과제와 여러 

가지 교수적 자원들을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교수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협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자가 직접 교수실험의 수업을 진행하고 A교수는 수업의 매끄

러운 진행을 위해 매 차시마다 참여하며 시의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자가 사전조사 및 교수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개발한 모든 자료

는 A교수에게 검토를 받았으며, 매 차시 수업마다 교수실험을 마치고나

서 곧바로 그와 함께 진행된 수업을 반성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 130 -

1.2.3. 보조 연구원

본 연구의 교수실험에서 매 수업마다 한 명의 보조 연구원이 참여하였

다. 이 보조 연구원은 앞서 언급한 사적 모임의 일원으로 현재 초등교사

로 재직 중이며, A교수에게 석사과정을 지도받고 있는 대학원생이다. 이 

보조 연구원은 본 연구의 교수실험 중 불시에 일어날 문제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해 본 연구자의 요청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이 보조 연구원은 교

수실험의 매 차시마다 수업에서 사용할 준비물을 배부 및 수합하고, 수

업 시작 전에 캠코더 장치를 설치하고, 수업 중에 수시로 녹화 상태를 

확인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2.4. 연구자의 역할

본 연구자는 수학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의 연구생이자 현재까지 중

등수학교사로 10년 동안 재직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판단하에 중요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응답이나 더 

조사해보고 싶은 응답에 대해서는 사전・사후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참여

자들의 응답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사전・사후검사

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하는 동안 생긴 질문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사전・사후검

사지의 복사본을 다시 확인하며 연구자가 묻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에 따라 교수실험을 실행하는 동안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학습 과정 및 다양한 도구의 용법을 안내하

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사고를 자극시키며, 모둠 및 전체 토론을 북돋우

고, 전체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매 수업을 마친 후 녹화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분명하

지 않거나 더 조사해보고 싶은 말 또는 행동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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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교수실험에 참여하기 이전 학기에 그

들의 지도교수가 개설한 강좌 “초등교사를 위한 확률과 통계”를 수강하

였다. 본 연구자는 이 강좌에서 TinkerPlots 소프트웨어(Konold & Miller, 

2011)를 소개하고 그 용법을 실습하는 3차시 분량의 수업를 준비하여 직

접 강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어색함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참여자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및 성

향은 교수실험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예비초등교사의 SKTi에 대한 사전조사

예비초등교사들이 SKTi를 갖추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우선 어떤 지식

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Darling-Hammond et al., 2008). 

하지만 현재까지 현직교사 또는 예비교사의 SKTi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De Vetten et al., 2018a).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가진 사전 SKTi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초등교

사가 어떤 통계지식을 보완하고 개발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SKTi를 조사하는 연구방

법에 대해 기술한다. 그다음, 연구방법에 따라 실행된 결과를 제시하고 

이로부터 예비초등교사의 사전 SKTi에서 보완할 측면에 대해 논의한다. 

2.1. 연구 방법

2.1.1. 과제 설계

먼저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도출한 여섯 가지 SKTi 각각에 포함된 

사고 및 개념 요소(<표 Ⅲ-3> 참조)를 토대로 예비초등교사의 SKTi에 대

한 사전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였다. 여기서, 초등학교 교



- 132 -

육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SKTi의 사고 요소는 주어진 자료의 기술

을 넘어서는 일반화, 불확실성의 표현,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자료의 

전체적 속성 및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이용한 추론, 맥락적 지식의 통합

을 포함할 수 있다(Ben-Zvi, 2006; De Vetten et al., 2018a; Franklin et al., 

2007; Makar & Rubin, 2009; Meletiou-Mavrotheris & Paparistodemou, 

2015). 또, 초등학교 수준의 개념 요소는 표본의 크기, 중심과 퍼짐의 측

도, 분포의 형태, 점그래프, 표집변이성,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De Vetten 

et al., 2018a). 한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들도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그들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Ball et al., 

2008).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학생들의 ISI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제

안한 바 있다(Ciancetta, 2007; Goss, 2014; Jacob, 2013; Park, 2012; Park, 

2015; Zieffler et al., 2008). 이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ISI 과제

를 제안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표본이 커지는 상황에서 처음에 주어진 

표본보다 더 큰 표본 및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해보게 하는 과제이다. 두 

번째는 주어진 두 자료집합의 비교로부터 원래 두 모집단의 차이를 결정

해보게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SKTi가 어떤지 확인

하기 위해 이 두 종류의 ISI 과제를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이때, 연구참

여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응답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모

든 문항은 개방형으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 유형의 과제는 Zieffler et al.(2008)의 ‘모집단의 그래프 추측하

기’ 과제를 변형하여 개발되었다. 이 과제는 실제 맥락이 포함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 자료를 이용하여 전교생을 모집단으로 구체화하고, 

여기서 무작위로 뽑은 15명의 키의 점그래프를 보고 더 큰 표본(  ) 

및 모집단(전교생)의 그래프를 예측해보고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의 과제는 Zieffler et al.(2008)의 ‘두 표본 비교하기’ 과제

를 변형하여 개발되었다. 이 과제는 실제 맥락이 포함된 두 표본의 그래

프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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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두 표본 비교하기 과제는 세 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문항은 모두 다른 조건(맥락, 자료 표

현, 두 자료의 분포 상태, 질문 유형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과제를 사용하여 연구참여

자들의 SKTi가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예비초등교사의 

SKTi에서 어떤 측면을 보완하고 개발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사용한 과제는 

고등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수학교사 2인과 통계교

육연구자 2인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을 거쳤다.   

2.1.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사전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연구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사전

검사지와 사전면담을 전사한 자료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사전검사지를 40분간 개별적으로 해결하였다. 사전검사에 대한 연

구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하에 중요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응답이나 더 조사해보고 싶은 응답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

을 만들어 면담을 계획하고 교수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면담을 실시하여 

사전검사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사전면

담은 연구자가 사전검사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하는 동안 

생긴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사전검자지를 다시 확인하며 연구자가 묻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 과정은 녹화되었고 면담에서 얻은 녹화 자

료는 모두 전사하였다. 이 자료는 사전검사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

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SKTi별로 분석하여 특

정한 응답의 의미를 정확히 담아내는 코드로 표시한 다음, 이를 SKTi에 

대한 사고 요소와 개념 요소로 범주화하였다. 그다음, 유사한 의미의 코

드를 하나로 합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들을 함께 묶어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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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코드는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서 사용된 주요 전

략 및 논거를 요약하는데 사용되었다.  

사전검사 및 사전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먼저 지도교수와의 논의를 통해 검토를 거쳤다. 이후 본 연구와 독립적

인 통계교육연구자 2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분석 결과를 완성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연구참여자의 사전 SKTi-GP

  <표 Ⅳ-1>는 SKTi-GP와 관련하여 사전조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Ⅳ-1>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SKTi-GP

과제 응답 명수

1 ․   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25

․ 모집단 분포를 예측하기에   는 너무 작다. 2

․   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

  - 모집단을 완전히 대표한다. 6

  - 모집단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 20

  - 모집단이 어떨지 알 수 없다. 1

2.1 ․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된 주장의 유형

  - 기술적(두 표본 각각의 기술통계를 비교하는데 그치는 경우) 17

  - 추리적(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더 넓은 맥락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4

  - 기술적인지 추리적인지 불명확 4

2.2 ․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 가능성

  - 일반화 가능함 18

  - 모집단에 비해 표본이 너무 작아 일반화할 수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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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에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인 표본에서 얻은 정보로

부터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2명의 연구참여자는 

  인 표본은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를 통해 모집단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내비추었다([그림 Ⅳ-1] 참조).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인 표본이 모집단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 보았고,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이 모집단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보았다. 단 한 명의 연구참여자만 주어진   인 표

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제2.1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두 표본(  )의 비교

로부터 결정을 내릴 때 두 표본 자료가 마치 두 모집단인 것처럼 표본에

서 얻은 정보를 그대로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두 표본에서 얻은 정보와 실제 맥락을 고려하여 추리적 주장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그림 Ⅳ-2] 참조). 

2.3 ․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 가능성

  - 일반화 가능함 23

  - 모집단에 비해 표본이 너무 작아 일반화할 수 없음 1

․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 간 차이의 존재 유무 판단

  - 차이가 있음 18

  - 별 차이 없음 7

[그림 Ⅳ-1] 과제1에서 S3가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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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2와 과제2.3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두 표본의 비

교로부터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과제2.2

와 2.3에서 각각 5명, 1명의 연구참여자는 모집단(359명)에 비해 표본

(  )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제2.3에서 대부분의 연

구참여자들은 주어진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 사이에 차이가 존

재한다고 판단한 반면, 대략 1/4의 연구참여자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판

단하였다. 

2.2.2. 연구참여자의 사전 SKTi-PL

  <표 Ⅳ-2>는 사전조사에서 SKTi-PL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제시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Ⅳ-2] 과제2.1에서 S12가 제시한 응답

<표 Ⅳ-2>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SKTi-PL
과제 응답 명수

1 ․ 커지는 표본 과제에서 사용된 불확실성 언어 

  - “~일 것이다.” 19

  - “~일 것 같다.” 9

  - “~할 수 있다.” 2

․ 모집단의 키가 대략 얼마일지 추측하는 문항

  - “대략 160cm정도 일 것이다”와 같은 응답 15

  - “158 ~ 164cm일 것 같다”와 같은 응답 5

  - “평균 160cm”와 같은 응답 5

  - “여학생은 150cm초반대, 남학생은 160cm중반대 일 것이다”
와 같은 응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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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일 것이다”, “~일 것 같다”, “~할 수 

있다”와 같은 불확실성을 띠는 술어를 사용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하

였다. 모집단의 키가 대략 얼마일지를 예측하는 과제1의 문항에서 대부

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대략 160cm정도 일 것 같다”와 같은 응답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일부의 연구참여자들은 “158 ~ 164cm일 것 같다”, “평균 

160cm”, “여학생은 150cm초반대, 남학생은 160cm중반대 일 것이다”와 

같은 응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1 ․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일반화할 때 사용된 불확실성 언어 

  - “~일 것이다” 2

  - “~정도일 것 같다” 2

  - “복불복” 또는 “운으로” 3

  - “괜히 ~ 할 수도 있어서” 1

  - “~할 가능성(확률)이 높다”와 같은 응답 3

  - “일정” 또는 “안정” 또는 “확실”이라는 단어 사용 3

  -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와 같은 응답 3

2.2 ․ “이 초등학교 6학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키가 더 크다”는 

주장에 대한 경향성 인식 여부

  - 제시된 주장에 경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 12

  - 경향성을 나타내는 말이 포함되어야 함에 동의 11

2.3 ․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일반화할 때 사용된 불확실성 언어 

  - “~있을 것이다” 1

  - “~할 듯” 1

  - “~일 것 같다” 2

  - “~라 할 수 있다” 1

  - “미미하지만” 1

  - “평균적으로” 3



- 138 -

과제2.1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과제에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확실

성 언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영화 광고 시간이라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익숙한 과제의 맥락이 확률적 언어의 사용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과제2.2는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제시된 주장(“이 초등학교 6학년은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키가 더 크다”)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인데,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그 주장을 결정론적으로 보지 않고 경향성이 내포된 진

술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명수의 연구참여자들은 [그

림 Ⅳ-3]과 같은 응답을 제시하며 지문의 진술이 결정론적임을 암시하였다. 

즉, 이들은 두 표본의 비교에서 남학생들 중 일부의 키는 표본 전체 

여학생들보다 크기 때문에 제시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그림 Ⅳ-3]에서 알 수 있듯이 S2는 지문에 제시된 주장을 “평균적

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크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전검사

의 응답에 대한 면담에서 과제2.2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제

시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원래 지문에 제시된 주장을 “이 초등학교 

6학년은 여학생의 키가 남학생보다 더 큰 경향이 있다”로 바꾸면 자신의 

동의 여부를 변경할지를 물었을 때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이로부터 연구참여자들에게 2.2와 같은 유형의 과제를 제시할 

때 경향성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주장을 제시하면 보다 일관성있는 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변경된 진

술 방식은 연구참여자들의 주의를 자료를 국소적으로 조망하는 것(주장에 

반하는 특정 사례에 주목)에서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것(주장에 반하는 특

정 사례를 무시하고 자료의 중심에 주목)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Ⅳ-3] 과제2.2에서 S2가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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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2.3은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것인데, 이 

과제에서는 대략 1/3의 연구참여자들이 확률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이상

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은 과제의 조건에 따라 확률적 언어의 사용 여부

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3. 연구참여자의 사전 SKTi-SV

  <표 Ⅳ-3>는 사전조사에서 SKTi-SV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제시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과제1에서 주

어진   인 표본으로부터   인 표본의 그래프를 예측하여 그릴 때 

표집대표성과 표집변이성을 동시에 조율하여 가운데 다수 자료 또는 두 

개의 자료 더미가 더욱 선명해지도록 그렸다([그림 Ⅳ-4] 참조). 하지만 

대략 1/3의 연구참여자들은   인 표본의 그래프를 그릴 때 표집변이

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인 표본의 그래프의 각 점을 두 배하여 

<표 Ⅳ-3>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SKTi-SV

과제 응답 명수

1 ․   인 표본의 그래프로부터   인 표본의 그래프를 

추측하는 전략

  - 가운데 다수 자료 또는 자료 더미가 더욱 선명해지게 그림 16

  - 작은 그래프의 각 점을 두 배해서 그림 10

  - 범위를 더 넓게 그리는가?

    범위를 더 넓게 그리는 경우 12

    범위를 더 넓게 그리지 않은 경우 15

  - 틈이 메워지게 그리는가?

    틈이 메워지게 그리는 경우 17

    틈을 메우지 않은 경우 10

2.2 ․ 두 자료집합 비교로부터 일반화할 때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 

  - 표본이 커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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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과제1에서 S20이 제시한 응답

그 점 위에 새로운 점을 쌓는 방식으로 그렸다([그림 Ⅳ-5] 참조). 이 중 

극소수(2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의 분포를 추측할 때도   인 그

래프를 그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여 [그림 Ⅳ-6]과 같은 응답을 제

시하였다. 즉,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표본의 크기를 

[그림 Ⅳ-5] 과제1에서 S18이 제시한 응답1

[그림 Ⅳ-6] 과제1에서 S18이 제시한 응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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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킨 그래프 또는 모집단 분포의 개형을 예측할 때 표집변이성을 전

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제1에서 대략 1/3 

이상의 연구참여자들은   인 표본으로부터   인 표본의 그래프를 

예측할 때 범위를 넓히지 않고 틈을 메우지도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자료집합 비교 과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표집변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을 다룰 

때 다른 표본이 추출되는 상황이나 표본을 더 키웠을 때 그 결과가 어떻

게 될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한편, 과제2.2에서 소수의 연구참여자(2명)가 

개인적인 신념에 반하는 표본 자료의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표집변이성

을 고려하였다. 예컨대, S6은 표본의 크기(각각   )가 모집단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에 주어진 두 표본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표본이 더 

커지는 경우 비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그림 Ⅳ-7] 참조).

구체적으로, 그는 남학생의 상자그림의 오른쪽 수염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뻗어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표본을 증가시켰을 때 키가 큰 남학생

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고 원래 두 표본의 비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S6은 과제1에서 주어진 표본의 그래프로부터 더 

[그림 Ⅳ-7] 과제2.2에서 S6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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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표본의 그래프를 예측할 때 표집대표성과 표집변이성을 동시에 고려

한 반면, 과제2.2에서는 표집대표성을 무시하고 한 쪽(즉, 오른쪽)의 극단

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사고를 보여주었다. S6이 편향적으로 사

고한 이유에 대해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은 맥락에 대한 개인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크다’는 신념에 상

반되는 두 표본의 비교 결과를 의심해봄으로써 이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대표성이 결여된 표집변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4. 연구참여자의 사전 SKTi-DE

  <표 Ⅳ-4>는 사전조사에서 SKTi-DE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제시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Ⅳ-4> 예비초등교사의 사전 SKTi-DE

과제 응답 명수

1 ․ 모집단 분포를 예측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 자료 18

  - 개인적 경험 또는 의견 1

  - 자료+개인적 경험 또는 의견 8

2.1 ․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를 위한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 자료 5

  - 개인적 경험 또는 의견 1

  - 자료+개인적 경험 또는 의견 18

  - 무응답 2

2.2 ․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를 위한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 자료 18

  - 개인적 경험 또는 의견 2

  - 자료+개인적 경험 또는 의견 6

  - 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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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1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인 표본 자료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모집단에 대한 분포의 개형을 예측하였다. 또한, 

대략 1/3의 연구참여자들은 이 과제에 대해 주어진 표본 자료와 개인적 

경험 또는 의견을 결합시켜 추측하였다. 단 한 명의 연구참여자만 모집

단의 분포의 개형을 예측할 때 주어진 표본은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에 근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개인적 의견 또는 경험에만 의

지하여 모집단 분포의 개형을 제시하였다([그림 Ⅳ-8] 참조).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과제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추리할 때 주어진 표본 자료에 근거하거나 자료와 개인

적 경험 또는 의견을 결합시킨 증거에 기반하였다. 특히, 과제2.2와 과제

2.3에서는 과제1의 응답 범주의 비율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과제2.1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본 자료에만 

근거하기보다 개인적 경험 또는 의견을 함께 결합시킨 증거에 기반하여 

두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를 제시하였다([그림 Ⅳ-9] 참조). 

이와 같은 응답의 차이에 대해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은 과제2.1에서 사

용한 영화 광고 시간 맥락이 다른 과제에서 사용한 맥락보다 연구참여자

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익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제의 

[그림 Ⅳ-8] 과제1에서 S3이 제시한 응답

2.3 ․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를 위한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 자료 21

  - 개인적 경험 또는 의견 1

  - 자료+개인적 경험 또는 의견 2

  - 무응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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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추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지하는 증거의 

출처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2.2.5. 연구참여자의 사전 SKTi-AP

  <표 Ⅳ-5>는 사전조사에서 SKTi-AP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제시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Ⅳ-5>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SKTi-AP

과제 응답 명수

1 ․   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예측할 때 사용

하는 도구

 - 중심(평균 또는 중앙값) 7

 - 가운데 다수 자료 14

 - 자료 더미(두 개 이상) 4

 - 퍼짐(최댓값 또는 최솟값) 9

 - 전반적인 모양 7

 - 비율적 접근 2

2.1 ․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도구

 - 최댓값 + 가능성 12

 - 편차 + 가능성 5

 - 범위 2

 - 중심(평균 또는 중앙값) 2

 - 중심 / 퍼짐 4

[그림 Ⅳ-9] 과제2.1에서 S8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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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1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인 표본의 중심 또

는 가운데 다수 자료에 주목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정규적인 모양으로 예

측하였다.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인 표본에서 두 개의 자

료 더미에 주목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봉우리가 2개 있는 모양으로 예측

하기도 하였다. 과제1에서 대략 1/3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 분포의 퍼

짐이 주어진   인 표본의 퍼짐보다 더욱 넓게 그려질 것임을 언급하

였다. 또한, 대략 1/4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 분포의 개형은 주어진 

  인 표본의 전반적인 모양을 따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과제1

2.2 ․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도구

 - 최댓값 8

 - 최댓값 + 퍼짐 2

 - 중심(중앙값, 가운데 다수 자료)  5

 - 중심 + 이동 4

 - 동일한 요약값(중앙값, 사분위수, 극단적인 값) 3

 - 동일하지 않은 요약값 4

2.3 ․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도구

 - 중심(평균 또는 중앙값 또는 가운데 다수 자료) 10

 - 중심 + 이동 3

 - 중심 + 범위 1

 - 동일한 요약값 비교 5

 - 극단값(최댓값과 최솟값) 비교 2

 - 한 중앙값 이상의 분포 비교 2

 - 가능성 2

 - 상자의 겹침 1

 - 특정 사례 1 

․ 두 모집단의 차이를 계량화할 때 사용하는 도구

 - 평균 8

 - 중앙값 3

 - 둘 이상의 동일한 요약값의 일반적인 차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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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 명의 연구참여자는 주어진   인 표본 그래프에서   인 

표본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각 점을 두 배하여 그 점 위에 쌓아서 그린 다

음,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할 때도 이러한 비율적 접근 방식(이정연, 이경

화, 2017)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그림 Ⅳ-5] 참조). 

과제2.1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의 최댓값의 차이에 주목하

여 특정 영화관의 최대 광고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렸다([그림 Ⅳ-10] 참조).

[그림 Ⅳ-10] 과제2.1에서 S18이 제시한 응답

몇몇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료의 편차 또는 범위가 낮은 경우 영화 광고 

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도 하였다([그림 Ⅳ-11] 참조). 

[그림 Ⅳ-11] 과제2.1에서 S20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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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이 과제에서 두 표본 각각의 중심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의 중심과 퍼짐 

비교 사이에 상반된 결과에 따라 두 영화관의 광고 시간에 차이가 없다

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과제2.2에서 대략 1/3의 연구참여자들이 최댓값 또는 최댓값과 퍼짐을 

동시에 고려하여 두 표본을 비교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 자료의 중심 또는 가운데 다수 자료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두 표본을 비교하였다.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 자료의 동일한 

요약값 또는 동일하지 않은 요약값을 사용하여 두 표본을 비교하기도 하

였다. 

과제2.1과 과제2.2에서 두 표본을 비교할 때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주로 

극단적인 값 또는 퍼짐에 주목한 반면, 과제2.3에서는 자료의 중심에 주

목하여 두 표본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두 표본의 비교로

부터 얻은 정보의 일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과제2.1과 

2.2에서는 두 표본의 중심 비교와 극단적인 값 또는 퍼짐의 비교 사이에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반면, 과제2.3에서는 모든 요약값에서 일관된 비교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제2.3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두 모집단의 차이를 수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 두 표본의 평균 또는 중앙값의 차를 이용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둘 이상의 동일한 요약값의 일반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두 모집단의 차이를 수 값으로 나타내었다.       

2.2.6. 연구참여자의 사전 SKTi-CK

  <표 Ⅳ-6>는 사전조사에서 SKTi-CK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제시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과제1에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

은 주어진   인 표본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정보와 개인이 

가진 맥락적 지식을 결합시켜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하였다. 예컨대, 대다

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 자료의 중심 또는 가운데 다수 자료와 

같은 통계적 정보를 사람의 키는 평균 키에 몰린다거나 정규분포를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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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맥락적 지식과 결합시켜 모집단 분포의 개형을 추측하였다([그림 

Ⅳ-12] 참조).

[그림 Ⅳ-12] 과제1에서 S7이 제시한 응답

또한, 몇몇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자료 더미가 남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예

측할 때도 이를 일반화하여 봉우리가 두 개인 모양을 제시하였다([그림 

Ⅳ-13] 참조). 

<표 Ⅳ-6>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SKTi-CK

과제 응답 명수

1 ․   인 표본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결합

시켜 모집단 분포를 예측하기

 - 키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전지식을 사용 19

 - 두 개의 자료 더미를 남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6

2.1 ․ 두 표본 비교에서 두 개 이상의 통계적 정보가 상충할 때 맥락

적 지식을 결합시켜 비교 결정

7

2.2 ․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맥락적 지식과 상충할 때 커

지는 표본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비교 결과의 가능성을 예측

3

2.3 ․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때 다른 맥락

적 요인(예. 가격 및 영양성분)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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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1에서 대략 1/4의 연구참여자들은 서로 상충하는 통계적 정보를 

마주할 때 맥락적 지식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통계적 정보를 선택하여 

두 모집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그림 Ⅳ-14] 참조). 

과제2.2에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맥락적 지식에 비추어 의심스러울 때 표본이 더 커지는 상황을 상상하여 

다른 비교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제2.3에

서 단 한 명의 연구참여자는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으로 일반

화할 때 다른 맥락적 요인(예. 가격 및 영양성분)을 고려할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그림 Ⅳ-14] 과제2.1에서 S14가 제시한 응답

[그림 Ⅳ-13] 과제1에서 S20이 제시한 응답



- 150 -

2.3.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예비초등교사의 사전 

SKTi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집단의 분포를 추측하는 과제와 

두 집단을 비교하는 과제(Zieffler et al., 2008)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제

시한 응답을 SKTi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인 표본 그래프로

부터   인 표본 그래프와 모집단 분포의 개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편, 대략 1/3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인 표본으로부터   인 표본 그래프를 그릴 때 각 점을 두 배하

는 것과 같이 결정론적으로 생각하였다. 소수의 연구참여자들만(2명)이 

주어진   인 표본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없

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두 표본 자료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반면, 두 집단을 비교하는 과제를 다룰 때 두 표본 자료를 비교하는데 

국한되어 있고, 더욱 폭넓은 맥락으로 일반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는 것 같다.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표본의 크기(  )가 모집단에 비

해 너무 작다는 점을 들어 일반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커지는 표본 과제에서 더욱 커진 표본 

및 모집단 분포의 개형을 예측하거나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할 때 불확실

성을 표현하기 위해 확률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즉,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들은 커지는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예측할 때 완전하고 정확한 일반화

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친숙한 맥락이 

포함된 두 표본 비교 과제에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확실성 언어를 사

용하였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인 표본의 그래프로부터   인 

표본의 그래프를 예측할 때 표집변이성을 고려할 수 있었던 반면, 대략 

1/3의 연구참여자들은 표집변이성을 아예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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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참여자들이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때 

표집변이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더 큰 표본 그래프를 

예측하거나 모집단 분포의 개형을 추측할 때 표본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증거로 삼았다. 또한, 대략 1/3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 자료에서 

얻은 통계적 정보와 개인적인 경험 또는 의견을 결합시켜 모집단의 분포

를 추측하였다. 두 표본 비교 과제에서도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

료 또는 자료와 개인적인 경험을 결합시켜 두 모집단으로의 일반화를 뒷

받침하였다. 즉,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때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증거로 삼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에게 익숙한 맥락을 사용한 비교 과제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일반화를 위한 증거로서 자료에만 의지하기보다 자료와 

개인적인 경험 또는 의견을 결합시켜 추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략 절반의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인 표본의 가운데 다수 자

료에 주목하며 이를 일반화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하였다. 대략 1/3

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 분포의 범위가 주어진   인 표본의 범위

보다 더욱 넓게 그려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대략 1/4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료의 전체적 측도인 평균 또는 중앙값을 사용하여 모집단 

분포를 추측하였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분포가 상이한 두 표본을 

비교할 때 자료의 중심보다 퍼짐(최댓값, 편차) 요소에 주목하고, 자료의 

전체적 속성보다는 극단적인 자료값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대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분포는 비슷하고 위치만 다른 두 자료집합을 비

교하는 상황에서 자료의 중심(평균, 가운데 다수)에 더욱 주목하였다. 한

편,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을 비교할 때 분포의 다양한 측면

을 통합시켜 추론하기보다 단일한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극

소수의 연구참여자들만이 자료의 중심과 퍼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략 1/3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인 표본에서 나

타나는 통계적 정보와 맥락적 지식을 결합시켜 모집단 분포를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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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대략 1/4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 비교 과제에서 서로 

상충하는 자료 정보를 마주할 때 개인의 맥락적 지식과 어울리는 정보를 

선택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전조사의 결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의 사

전 SKTi에 대한 몇 가지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작은 표본(  ) 자료로부터 

모집단 분포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인 표본으로부터   인 표본 및 모집

단 분포의 개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중 대략 1/3은 더 큰 표본

의 분포를 예측할 때 주어진   인 표본을 그대로 베낀 다음 각 점을 

두 배하는 것과 같이 매우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내었다. 한편, 두 

명의 연구참여자는 주어진   인 표본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집단으

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

진 두 표본(각각   ) 자료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한 반면, 소수의 연구참여자는 표본의 크

기가 모집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을 들어 일반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

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작은 표본 자료를 너무 

맹신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은 표본의 대표성 및 표집

변이성에 대한 감각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Pfannkuch, 

2006b). 이것은 예비초등교사의 SKTi-GP를 개발시키기 위해 표본의 크

기, 표집대표성, 표집변이성, 모집단 분포와 표본 분포 사이의 관계 개념

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커지는 표본 과제에서 

더 큰 표본 및 모집단 분포의 개형을 예측하거나 모집단의 대략적인 키

를 추측할 때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확률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즉,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할 

때 완전하고 정확한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또한, 연구참

여자들은 과제1에 비해 과제2.1에서 추리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확률적 

언어를 더욱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과제의 맥락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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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매우 익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예비초등

교사의 SKTi-PL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익숙한 맥락이 포함된 ISI 

과제를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략 절반의 연구참여자들이 커지는 표본 과제에서 

표집변이성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는 과제에서는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표집변이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탁병주 외, 2017; De Vetten et al. 

2018a; Pfannkuch, 2006b). 이와 같이 표집변이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

형의 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의 차이는 과제의 특성에서 비롯

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어진 작은 표본의 그래프로부터 더 큰 표본의 

그래프를 가상으로 예측해야하는 과제에서는 자연스럽게 표집변이성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들지만,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는 과제에서는 두 표본 

자료의 비교 자체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표본이 더 커지는 경우나 다른 

표본이 추출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밀려나게 된다. ISI에

서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Pfannkuch, 2006b; 

Rubin et al., 2006)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는 과제에서도 자연스럽게 표집

변이성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탐색하는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추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로서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과제1에서 대부분의 연

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인 표본의 평균 또는 가운데 다수 자료에 주

목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정규적인 모양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과제2.3에

서 두 표본을 비교할 때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료의 중심 측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e Vetten et al. 

2018a). 한편, 과제2.1과 2.2에서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자료의 중심보다는 자료의 퍼짐 요소에 주목하고 자료의 전체

적 속성보다는 극단적인 자료값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응답

의 차이는 두 자료집합 비교 과제에서 제시된 두 표본 자료의 분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제2.3에서는 두 표본 자료의 분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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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고 위치만 달랐던 반면, 과제2.1과 2.2에서는 공통적으로 두 표본 자

료의 중심 정보와 퍼짐 정보가 상반되었다. 이로부터 많은 연구참여자들

은 두 표본 비교 과제에서 두 표본 자료의 중심과 퍼짐 정보가 상반되는 

경우 자료의 퍼짐 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하기보다 단일한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료의 중심과 퍼짐

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예비초등교사의 SKTi를 개발

시키기 위해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사용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

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을 고안하는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료에서 얻은 통계적 정

보와 자신의 맥락적 지식을 암묵적으로 결합시켜 추리할 수 있었다. 특

히, 연구참여자들에게 친숙한 맥락이 포함된 두 표본 비교 과제에서 통계

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결합시켜 추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것은 

예비초등교사들이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익숙한 맥락이 포함된 ISI 과제를 제공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사전조사 결과로부터 예비초등교사들이 보완해야할 

SKTi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작은 표본 자료를 너무 맹신하

거나 아예 무시하는 성향을 보였다. 예컨대,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작은 표본으로부터 큰 표본을 예측할 때 작은 표본을 그대로 베끼거나 

두 배하는 방식과 같이 결정론적으로 사고하며 표집변이성을 전혀 고려

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에 비해 크기가 너무 

작은 표본을 통해 모집단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예비초등교사들이 작은 표본의 역할 및 

한계를 이해하고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손으로 

직접 표집해보는 활동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표집대표성 및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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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둘째, 과제2.1에서 대략 2/3의 연구참여자들이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결

정을 내릴 때 두 표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국소적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

하고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자료의 기술에 초점을 두지 자료 너머로의 더 넓은 맥락으로 일반화하려

는 성향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De Vetten et al.(2018a, b)

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들은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ISI 과제에

서 주어진 자료 너머로 일반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그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된 ISI 과제가 

주어진 자료 너머로 일반화해야할 필요성이나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

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초등교사들이 주어진 자료

를 기술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료 너머로 일반화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추리를 자극하는 실제 맥락 및 통계적 질문이 제

공되어야 하고 표본과 모집단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추리의 불확실성을 나타내

기 위해 확률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한 불확

실성 언어는 대부분 주어진 표본 자료의 변이성을 설명하는 것에서 비롯

되었다. 반면, 잠재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추출된 표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이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추리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표본 내 변이성

에만 주목하고 표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이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

다. 한편, 통계적 추리 개념은 반복 추출된 표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표집

변이성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Wild et al., 2011), 교사 및 학생

들은 표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Chance et 

al., 2010; Saldanha & Thompson, 2002). 실제로 최근 통계교육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표집변이성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 표집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고안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

다(Arnold et al., 2011; Bakker, 2004a; Garfield & Ben-Zvi, 2008).

넷째, 본 연구의 과제2.1과 과제2.2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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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사용하기보다 극단적인 값(최댓값 또는 최솟값)

에 주목하였다.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나타내는 평균, 중앙값, 가운데 다수, 

표준편차 및 사분위수범위와 같은 기술통계는 모집단에 대한 안정적인 신

호에 해당되는 반면(Konold & Pollatsek, 2002), 최댓값과 최솟값과 같은 극

단적인 값 및 범위와 같은 기술통계는 상대적으로 표본들 사이에 변동이 

크다(Wild et al., 2011). 이에 따라 주어진 한 개의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으

로 일반화할 때 변동이 심한 기술통계보다 안정적인 기술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세울 수 있게 한다(Saldanha & 

Thompson, 2007). 예비초등교사들이 추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표본 

자료의 기술통계를 사용할 때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중앙값과 사분위수범

위와 같이 전체적이고 안정적인 측도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기술통계는 적당한 크기의 반복 표집 상황에서 표본들마다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최댓값과 최솟값과 같은 극단적인 값은 변동이 매

우 심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ISI에 참여할 때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어느 한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추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성하기 위해 자료의 중심와 퍼짐을 통합시켜 

추론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GAISE 보고서에서는 두 변량의 상관

관계를 계량화하는 맥락에서 상관계수와 같은 형식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에 앞서 낮은 단계에서 표본 자료의 중심과 퍼짐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비형식적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Wild et al.(2011)는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를 결정하는 비형식적 지침을 

단계별로 제안한 바 있다. 이 각 단계별 비교 결정 지침은 두 표본의 중심 

및 퍼짐 정보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모집단

의 모수의 참값을 추정하거나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 결정을 내리기 위

해 주어진 표본 자료의 중심 및 퍼짐 요소가 결합된 형식적인 방법을 스

스로 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적절한 안내에 따라 낮

은 학년에서부터 자료의 중심 및 퍼짐 요소를 비형식적이지만 통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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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한, 이후 학년을 거듭할수록 이를 보다 세련되게 함으로써 결국 형식적인 

방법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료

를 분석할 때 자료의 전체적 측도를 사용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

합시켜 추론하는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 

3. 예비초등교사의 SKTi 개발을 위한 수업의 실제

이전 절의 사전조사 결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의 SKTi에서 보완해야 할 

측면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개발

해야 할 SKTi에 대한 8가지 학습목표를 <표 Ⅳ-7>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

를 토대로 연구참여자들이 SKTi에 대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수업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65) De Vetten et al.(2018a)에 따르면, 표집변이성의 기본 원리는 “적당한 표본의 
크기로 무작위 표집을 반복할 때 그 결과로 나온 여러 표본들이 완전히 다
를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한 개의 표본으로부터 어느 정도 불확실하지만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p.18)는 것이다.

<표 Ⅳ-7> SKTi에 관한 예비초등교사의 학습목표

SKTi 학습목표

SKTi-GP 1.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다. 

SKTi-PL 2. 추리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SKTi-SV
3. 표집변이성을 인식할 수 있다. 

4. 표집변이성의 원리65)를 이해할 수 있다.

SKTi-DE
5. 추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표본 자료의 역할 및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SKTi-AP
6. 전체적이고 안정적인 기술통계량에 근거하여 추론할 수 있다. 

7. 주어진 표본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다.

SKTi-CK 8.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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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 방법

3.1.1. 수업 설계

  <표 Ⅳ-8>는 연구참여자의 SKTi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을 개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에 대

해 설명한다. 

3.1.1.1. 첫 번째 수업: 커지는 표본 

통계교육연구에서는 커지는 표본(growing a sample) 활동을 ISI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의 발달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제안하였

다(Bakker, 2004a, b; Bakker & Gravemeijer, 2010; Ben-Zvi, 2006; Garfield 

& Ben-Zvi 2008; Garfield et al. 2015; Konold & Higgins, 2002). 이 활동의 

<표 Ⅳ-8> SKTi 개발을 위한 수업 설계 개요

수업 주제 주요 활동 차시 관련된 학습목표

커지는 표본

・통계적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하기

・자료수집 계획 및 자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커지는 표본 시뮬레이션

・통계적 질문에 대한 결론 도출하기

3차시

(150분)
1, 2-6, 8

표본 통계량의 

표집변이성

・표집 행동 시뮬레이션

・표본 상자그림 누적 애니메이션

・표본 중앙값의 분포 시뮬레이션

・모집단 분포와 표본 중앙값의 분포 

사이의 관계

3차시

(150분)
4-6

비형식적 신뢰구간

・비형식적 신뢰구간 구성하기

・주어진 한 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중앙값 추정하기

・비교 결정 기준 만들기

3차시

(150분)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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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아이디어는 주어진 작은 표본으로부터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더 

큰 표본 및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그럴듯하게 예측해보게 함으로써 자연

스럽게 추리적 추론(inferential reasoning)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De 

Vetten et al., 2018b, 2019). 또한, 통계교육연구에서 일반적인 수업 설계 

원리 중 하나로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과 사고를 자극시킬 수 있는 효과

적인 방법은 실제 맥락에 기반을 둔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Garfield & Ben-Zvi, 2008; Makar & Confrey, 2007; Wild & 

Pfannkuch, 1999). 

이상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SKTi 개발을 위해 실제 통

계적 문제해결 과정에 커지는 표본 활동을 포함시킨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결과로부터 커지는 표본 과제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사전지식의 장점과 단점을 <표 Ⅳ-9>와 같이 요약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초등교사의 SKTi에 대한 학습목표와 사전지

식을 고려하여 그들의 SKTi 개발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사용한 커지는 표본 과제는 크기가 15인 표본 점그래프

를 하나 제시한 다음 크기가 30인 표본 점그래프와 모집단 분포의 개형

을 예측해보도록 한 반면, 수업 설계에서 커지는 표본 활동은 크기가 15

인 표본 점그래프를 구체적인 모집단에서 물리적으로 직접 표집해보는 

것에서 출발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뽑은 같은 크기의 표본들이 얼마나 다

른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말로 설명하며, 크기를 증가시킨 표본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보면서 표집변이성과 작은 표본의 역할 및 한계를 

음미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목적이 분

명한 실제 맥락 및 실제 자료의 사용과 더불어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

서 커지는 표본 활동을 통해 표본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하고, 표집변이성 및 표본의 크기 효과를 인식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표본 분포의 안정적인 측면 및 전체적 속성을 인식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하에서는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문제-계획

-자료-분석-결론)에 따라 계획된 수업 설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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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1. 문제-계획-자료 단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매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표본을 선정하여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학생들의 신체발달 상황을 조사

하기 위해 조사 항목 중 키와 몸무게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에 전국 765개교에서 82,8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건강검사 결과의 

원자료를 공식적으로 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청구를 통해 구하

여 사용하였다. 전국학생건강검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 또한 우리나라 

<표 Ⅳ-9> 과제1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사전지식의 장단점

장점 단점

・대다수가 표본 점그래프에서 자료가 

집중된 가운데 구간에 주목하여 모집단

의 분포를 매끄러운 정규곡선 형태로 

나타냄.

・대다수가 중심에 대한 전체적 측도(평

균, 가운데 다수 자료)를 사용함.

・일부는 분포의 전반적인 모양을 인식함.

・일부는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예측을 보완하기 위해 주어진 맥락과 

관련된 개인의 지식을 사용함.

・일부는 표집변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론적으로 추론함.

・동일한 간격의 계급이 아니라 개개의 

자료값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추론함. 

・대다수가 표집변이성을 고려하긴 하지

만 표집대표성에 과도하게 의지하기 때

문에 큰 표본 점그래프를 주어진 작은 

표본과 매우 유사하게 그리거나 모집단

의 특성을 상당히 확정적으로 예측함.

・일부는 표집변이성에 너무 치우쳐서 

작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결론

을 도출할 수 없다고 봄. 결국 작은 표

본은 모집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

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작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결

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어진 자료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경험

이나 의견에 의지하여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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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초・중・고등학생 모집단에 견주어 보면 하나의 표본이지만 본 연

구에서는 이 자료를 모집단으로 상정하고 이 구체화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해보는 것을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 수업 차시에서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목표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들의 키는 대략 얼마일까?’라는 통계적 질문에 대한 그럴듯한 답을 추측

해보게 하는 것이었다. 이때 조사 대상을 중학교 1학년으로 특정한 이유

는 사전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의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발생한 사적 

대화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들은 이 시기에 아이들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

루어지기 때문에 측정 시기에 따라 평균 신장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예

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조사 이전에 그 결과를 예상하기 애매

모호한 상황을 사용하면 이에 대한 논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조사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중학교 1학년의 키에 대한 맥락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보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생활 맥락에 

대한 통계적 질문에 대해 예상해볼 기회를 제공하면 조사에 참여할 동기

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게다가, 주어진 통계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논의해보게 하면 표본 조사의 

필요성 및 표본 조사에서 중요한 개념인 모집단, 표본, 표집방법, 표본의 

크기, 편향 제어 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문제 단계에서 빈칸 채우기 형식을 

통해 통계적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해볼 수 있도록 하고, 계획 단계에서

는 한 가지 제안된 조사 방법(중학교 1학년 학생들 모두의 키의 평균 또

는 중앙값을 구해서 답한다?)을 논의해보게 한 후 나름대로 적절한 자료 

수집 계획을 작성해보게 안내하였다. 자료 단계에서는 허구가 아닌 실제 

자료를 활용한 통계 조사는 조사 동기 및 실제적인 통계적 조사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본 연구의 수업에서 사용되는 전국

학생건강검사의 원자료가 왜 그리고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

해 자세히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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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의 활동이 예비초등교사의 SKTi에 대한 학습목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먼저 실제 맥락과 관련된 통계적 질문

에 대해 예상하고 논의해볼 기회를 제공하면 이 맥락에 대해 개인이 가

진 신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이후 자료 조사 결과와 비교해봄

으로써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학습목표 8)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통계적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및 

적절한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게 하는 것은 조사의 목적 및 대상이 

표본 자료 그 자체가 아닌 모집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킴으로

써 본질적으로 추리적 활동에 참여(학습목표 1)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기

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비초등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추리적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자료(전국학생건강검사 원자료)를 모집단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표본 조사에 참여하는 상황

을 설정하였다.

           

3.1.1.1.2. 분석 단계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미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없지만(Wild, 2006), 학생들이 통계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계적 조사 결과로 얻은 모집단에 대한 추측을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보게 하는 것이다(Makar & Rubin, 2018).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에서는 전국학생건강검사에 참여한 중

학교 1학년 학생들 전체(7217명)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표본 

조사를 거쳐 나름대로 추측해본 다음 이를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Arnold et al.(2011)에 따르면, 추상적인 모집단을 구체화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하면 모집단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로부

터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의 키 주머니’(이하 ‘모집단 주머니’라고 칭함)를 제작하여 제공하였

다([그림 Ⅳ-15] 참조). 이 주머니에는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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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몸무게,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카드가 들어있다. 한 장의 자료 

카드에서 각 학생의 키(왼쪽)와 몸무게(오른쪽)는 수 값으로 읽을 수 있

고, 성별(여학생은 분홍색, 남학생은 노란색)은 색깔로 구별된다.  

여러 연구자들은 표집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

해 표집 과정을 시뮬레이션해볼 것을 제안하였다(우정호, 2000; Garfield 

& Ben-Zvi, 2010; Schwarz & Sutherland, 1997). 또한, 여러 연구자들은 컴

퓨터 도구로 표집을 시뮬레이션해보기 전에 먼저 이와 구조적으로 동일

한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경험해보게 하는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Chance et al., 2010; Cobb & McClain, 2010; Garfield & 

Ben-Zvi, 2008; Konold & Kazak,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표본을 무작위 반복 추출해보는 동시에 커지는 표본을 시뮬레이

션해볼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그림 Ⅳ-16]은 커지는 표본 시뮬레

이션 활동의 개요를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의 수업 설계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 중 한 가지는 모집

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점그래프로 나타내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는 “점그래프(dot plot 또는 dot graph)”라는 용어와 표현

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사

용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밝힌다. 

본 연구에서 점그래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표준적인 그래프

(히스토그램, 상자그림)와 달리 자료를 낱낱의 점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료의 변이성을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자료를 다른 표준적인 

[그림 Ⅳ-15] 모집단 주머니와 자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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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때문이다. Bakker & 

Gravemeijer(2010)에 따르면, "점그래프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쉽

고 값-막대(value-bar) 그래프보다 관습적인 표현에 더 가까우며, 히스토

그램 및 상자그림과 같은 표준적인 그래프로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p.186). Shaughnessy(2007)는 “점그래프는 모든 자료 요소를 원상

태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산적인 그래프에서 연속적인 그래프로 이행하는

데 가교 역할을 제공하고, 자료의 중심, 퍼짐 및 형태에 대한 정보를 시

66) 통계교육연구에서 커지는 표본 활동을 설계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표본
의 크기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다. 본 연구에서
는 통계에서 충분히 큰 표본의 크기의 최소 기준으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숫자 30의 절반인 15에서 시작한다. 크기 15인 표본에서 시작하여 처음 
개수만큼의 자료를 계속 누적시켜 표본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고안하였다. 

단계
1단계

(물리적)
→

2단계

(물리적)
→

3단계

(가상적)
→

4단계

(컴퓨터)

표집 크기 1566)인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기

크기 15인 표

본을 다시 무

작위 추출하기

반복 표집을 

통해 점점 커

지는 표본을 

상상하기

크기 15인 표

본을 무작위 

반복 추출하기

↓ ↓ ↓ ↓

표본 

점그래프

크기 15인 표

본 점그래프 

그리기

크기 30인 표

본 점그래프 

그리기

크기 1000인 

표본 점그래프 

예상하기

커지는 표본을 

시뮬레이션하

여 결국 크기 

1000인 표본 

점그래프 확인

하고 평가하기

↓ ↓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

여러 가지 경

우의 크기 15
인 표본 점그

래프 살펴보기 

여러 가지 경

우의 크기 30
인 표본 점그

래프 살펴보기

↓ ↓

모집단 

분포

모집단 분포 

예상하기

모집단 분포 

확인하고 평가

하기

[그림 Ⅳ-16] 커지는 표본 시뮬레이션 수업 활동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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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한다”(p.991-996)고 언급하였다. 또한, Friel(2007)은 두 자료집합을 비

교하는 상황에서 점그래프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는 점그래프

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점그래프는 직관적인 도구이면서 자료의 

변이성을 다루는 가운데 분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및 다른 표현을 

구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수업 설계에서 기본적인 통

계 그래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모

집단 주머니를 이용하여 특정 크기의 표본을 직접 손으로 무작위 추출해

보고 이를 점그래프로 나타낸 다음 그 특징을 논의해보게 한다. 그다음 

각 짝 모둠에서 만든 같은 크기(n=15 또는 30)의 표본 점그래프 여러 개

를 함께 놓고 살펴보면서 같은 크기의 표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이성의 

특징을 논의해보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동일한 조

건에서 추출된 여러 표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이성(소음) 속에서 안정

된 특징 또는 경향성(신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논의해보는 기

회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각 짝 모둠에서 만든 크기가 동일

한 표본 점그래프를 한데 모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지에 

표본 점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강의실 벽에 전지를 부착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업 중 언제든지 전체 활동으로 완성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크기가 15인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에 견주어 

크기가 30인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을 비교해봄으로써 

표본의 크기에 따른 표집변이성을 추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

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에서는 물리적 표집 시뮬레이션 활동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추출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가 모두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경향성을 띤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다음 

활동은 누적된 반복 표집을 통해 표본이 점점 커지는 것을 상상해보게 

하여 크기 1000인 표본 점그래프를 예상해보고 이를 통해 모집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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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예측해보도록 안내한다. 물리적 표집 시뮬레이션 활동에서 컴퓨터

를 이용한 표집 시뮬레이션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많은 반복 표집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가상적으로 예상해보게 하는 활동을 끼워 넣은 

이유는 선행연구의 권고에 기반을 둔다. 예컨대, Chance et al.(2010)는 컴

퓨터를 이용한 표집 시뮬레이션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은 

교육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표

집 시뮬레이션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그 결과를 예상해본 다음, 수많은 

반복 표집 결과에 대해 예상한 것에 비추어 컴퓨터를 이용한 표집 시뮬

레이션의 결과를 검사하고 반성해봄으로써 표집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활동이 예비초등교사의 SKTi에 대한 학습목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 주머니에서 

표본을 직접 추출해보는 경험은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표

본은 모집단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

써 연구참여자들이 추리적 활동에 참여(학습목표 1)하도록 유도할 것이

라 기대하였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추출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   또는 ) 점그래프를 한데 모아 비교해보게 하면 서로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할 것이라 예상하

였다. 이로부터 모집단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은 표본이더라도 모집단에 

대해 불확실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신념(학습목표 5)을 심

어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모집단 주머니에서 크기 15인 표

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점그래프로 나타낸 다음 다시 15개 자료를 추가

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크기 30인 표본 점그래프를 그려보게 하면 자연

스럽게 표집변이성을 인식하게 됨(학습목표 3)으로써 사전조사에서 확인

된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학습목표 2)이라 예상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모집단 주머니를 이용

한 물리적 표집 시뮬레이션을 통해 크기 15인 표본 점그래프와 크기 30

인 표본 점그래프를 구성하고 비교해보는 활동으로부터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 때 안정화되는 속성(평균, 가운데 다수, 전반적인 모양)을 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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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이 상당히 큰 표본 또

는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할 때 전체적이고 안정적인 기술통계에 근거하

여 추론(학습목표 6)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3.1.1.1.3. 결론 단계

Hancock et al.(1992)은 대개 학생들은 자료와 결론을 명확하게 연결시

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에서는 자료분석 결과를 원래 통계적 질문에 연결시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결론 단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

분석으로부터 알게 된 통계적 정보에 근거하여 원래 통계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게 안내하였다. 또한, 문제 단계에서 

통계적 질문에 대한 예상해보기와 결론 단계에서 제시한 결론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평가해보도록 안내하였다. 

결론 단계의 활동은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추출한 표본 자료에서 얻은 

통계적 정보에 근거하여 모집단에 대해 불확실한 결론을 도출(학습목표 

1, 2)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이전 단계에서 통계적 질

문에 대해 예상한 답과 자료분석 결과로부터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다른

지를 평가해보게 하면 개인적인 신념에서 비롯한 예측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추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자료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거

나(학습목표 5) 통계적 지식에 맥락적 지식을 결합시켜 보다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학습목표 8)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3.1.1.1.4. 컴퓨터를 이용한 표집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표집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의 결론 단계 다음에 배치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분석 단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작은 표본으로부터 큰 표본(  ) 또는 

모집단 분포의 개형을 가상적으로 예측해보게 한 다음 이를 컴퓨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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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고 반성해보게 하는 것이 유의한 교육

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권고에 기반을 둔다(Chance 

et al., 2010; Garfield & Ben-Zvi, 2008).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표집 시뮬레이션 활동을 설계하기 위

해 TinkerPlots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하였다. Konold & Miller(2011)에 

의해 개발된 TinkerPlots는 시뮬레이션과 시각화 기능을 갖춘 탐색적 자

료분석 도구로서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을 개발시키기 위한 교육적 목적

으로 고안되었다. Biehler et al.(2013)에 따르면, TinkerPlots 도구는 학생들

이 자료 탐색과 더불어 자료의 의미, 통계적 개념 및 추론을 구성할 기

회를 제공한다. 또한, TinkerPlots의 강점은 복잡한 수식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아이콘 조작을 통해 확률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 모델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그림 Ⅳ-17]은 동일한 조건의 표본을 무작위로 반복 추출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TinkerPlots를 활용하여 구성한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Ⅳ-17]에서 맨 왼쪽에 있는 샘플러 창의 실행(RUN) 버튼을 클릭하

면 조건 설정에 따라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자료값들이 표 형식

(가운데 창)으로 나열되고 역동적으로 점그래프(오른쪽 창)가 함께 표시된다. 

또한, 샘플러 창의 실행(RUN) 버튼을 클릭할 때 마다 크기가 15인 다른 

경우의 표본 자료 열과 점그래프 결과를 나타낸다. 이때 그림창에 표시

되는 표본 점그래프 아래에 표본 평균의 위치(△)와 값이 함께 제시되도

[그림 Ⅳ-17] 표집 시뮬레이션을 위한 컴퓨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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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정하였다([그림 Ⅳ-17] 참조). 이와 관련하여 Garfield & 

Ben-Zvi(2008)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추출한 표본의 평균들을 비교해보

는 경험은 표본 평균의 표집변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나타내는 화면을 구성할 

때 [그림 Ⅳ-17]과 같이 표본 점그래프와 더불어 표본 평균의 위치와 값

을 함께 제시하면 연구참여자들의 주의를 자료의 중심 측도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킬 때 표본 평균이 안정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표본 

평균을 모평균에 대한 안정적인 신호로 간주(학습목표 6)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3.1.1.2. 두 번째 수업: 표본 통계량의 표집변이성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에서는 표본 통계량의 표집변이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개발시키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은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을 개발시키기 위해 확률분포 이론에 기반하는 대신 공학도구

를 활용한 시각화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험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

였다(Arnold et al., 2011; Chance et al., 2010; Garfield & Ben-Zvi, 2008; 

Pfannkuch, 2008).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표집 시뮬레

이션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이와 유사한 물리적 표집 시뮬레이션을 수행

해볼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컴퓨터 도구를 이용한 시뮬

레이션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반복 표집 활동으로 만들어진 

표본 통계량의 유한 도수분포를 통해 표본 통계량의 분포의 특성을 예측

해보게 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한 표집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전 예측을 

검사하고 평가해봄으로써 표본 통계량의 분포에 대한 추론을 개발할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영명 & 유연주(2019)는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반복 표집을 통해 만들어진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한 그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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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영명 & 유연주(2019)가 제시한 연

구 결과로부터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사전지식의 장점

및 단점을 <표 Ⅳ-10>와 같이 요약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참

여자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여러 표본들은 서로 다르고 

이를 통해 구한 표본 통계량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표본 

통계량의 변이성의 정도와 표본 통계량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이

해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표본 통

계량의 변이성의 정도와 표본 통계량의 분포에 대한 이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연구참여

자들의 SKTi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 설계에서 주요한 결정 사항 중 한 가지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점그래프로 나타낸 것에 이어 보다 표준적인 그

래프로 히스토그램이 아닌 상자그림을 사용하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연속형 자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히스토그

램 또는 도수분포다각형을 사용하는 반면(교육부, 2015), ‘상자그림(box plot 

또는 box and whiskers plot)’이라는 용어와 이와 관련된 개념(예. 사분위수, 

사분위수범위)을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상자그림

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밝힌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표집변이성 및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한 수업 설

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지도 원리를 고려하였다. 하나는 연구참여자들이 

시각적인 그래프를 이용하여 표집변이성 및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해 합

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한 추론에서 시각적인 그래프 표현 이외에도 자료

의 전체적 속성을 나타내는 수치적 요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

는 그래프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중앙값과 사분위수로 정의되는 상

자그림은 자료의 전반적인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분포

의 중심(중앙값) 및 퍼짐(범위, 사분위수범위)에 대한 수치적 요약 정보

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Wild et al.(2011)에 따르면, 

상자그림은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을 그래프를 이용한 추론에서 수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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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사전지식

장점 단점

・크기가 클수록 표본 분포의 형태는 모

집단의 분포와 유사해진다는 사실을 인

식함.

・모집단에서 뽑은 일정한 크기의 표본

들은 서로 다르고, 이로부터 얻은 표본 

통계량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함.

・모집단에서 일정한 크기의 표본을 반

복 추출하는 과정과 반복 추출된 표본마

다 표본 통계량을 계산하여 만들어진 표

본 통계량의 모음을 생각할 수 있음.

 

・원자료에 대한 표본 분포와 표본 통계

량의 표집분포를 잘 구분하지 못함.

・크기가 클수록 표본 분포의 형태는 모

집단 분포와 유사해진다는 사실을 표본 

통계량의 경험적 표집분포에 적용시킴. 

・크기가 클수록 표본 통계량의 경험적 

표집분포는 더욱 정규적인 모양에 가까

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표본 통계량

의 경험적 표집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유사하다고 생각함.

・표본의 크기 효과를 인식하지 못함.

・큰 표본일수록 모집단의 모수의 참값

에 더 가까운 통계량을 생성한다는 사실

을 인식하지 못함.

・크기가 클수록 표본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유사할 것이라는 직관을 크기가 

클수록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더

욱 유사할 것이라는 생각과 연결시키지 

못함. 

・표본 통계량의 경험적 표집분포의 중

심은 모집단 분포의 중심과 같다는 사실

을 인식하지 못함.

・중심극한정리를 형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통계량의 경험

적 표집분포에 적용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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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을 이용한 추론으로 진전시키는데 가교 역할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인 그래프와 함께 수치적 요약의 정보를 제공하는 

상자그림 도구에 주목하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 설계에서는 통계에서 관습적으로 사용

되는 통계적 측도(평균과 표준편차)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통계적 측도

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Bakker(2004b)에 따르면, 중앙값과 사분위수범위

는 평균과 표준편차보다 계산이 쉽고 직관적인 통계적 측도이다(p.70). 

Wild et al.(2011)에 따르면, 점그래프에 표시된 점들을 활용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 요약 형식은 중앙값, 사분위수, 극단적인 값, 즉 상자

그림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상자그림은 상자 내부에 중앙값(중심)을 보

여줄 뿐만 아니라 상자의 폭으로 사분위수범위(퍼짐, 밀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직관적인 그래프이다. 한편, 평균과 표준편차는 일반적으로 자

료의 분포가 대략 정규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측도라면 

극단적인 값에 덜 영향을 받는 중앙값과 사분위수범위는 자료의 분포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경우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측도이다

(Bakker, 2004b). 이러한 측면에서 자료의 중심과 퍼짐을 나타내는 중앙

값과 사분위수범위는 평균과 표준편차보다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측도라고 볼 수 있다(Moore & Notz, 2018).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지

각의 구조 이론에서 밝힌 주요 결론 중 하나는 어떤 대상을 단순화시킨 

그림은 더욱 읽기 쉽다는 점이다(Ware, 2015). 세부적인 그림은 정보를 

지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반해 단순화된 선으로 이뤄진 그림

은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될 때 가장 적합하다(ibid). 계급의 크기에 따라 

세부적이고 변동적인 히스토그램과 달리 상자그림은 단순하고 고정적인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다. 특히, 상자그림은 자

료가 집중되는 가운데 구간을 상자부분으로 부각시켜 즉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응답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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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로부터 상자그림 도구가 자료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과 잘 어

울린다고 판단하였다. 사전조사의 커지는 표본 과제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료를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그들이 자료를 바라볼 때 다수의 자료가 몰린 가운데 구간에 주목하

고 이 구간을 기준으로 양 옆의 일부의 자료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어진 표본 자료를 이러한 방식으로 조망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성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Bakker, 

2004a,b; Konold & Higgins, 2002). 상자그림에서 가운데 상자부분은 50%

의 자료가 분포하고 양 옆의 선분에는 각각 25%의 자료가 흩어져 있다. 

이러한 상자그림의 구성은 사람들이 자료를 지각하는 직관과 매우 유사

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설계할 때 도구보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자 하였다. 상자그림은 비율분포 개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도수분포에 

기반을 두는 히스토그램보다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Bakker(2004b)는 “상자그림은 중심과 퍼짐의 개념적 측도가 통합되어 있

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가장 수준 높은 그래프 중 한 형태”(p.86)라고 언

급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수업 설계의 초점은 통계량의 계산이나 

그래프 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한 추론의 발달에 

놓여 있다. 즉, 어떤 통계량과 어떤 그래프를 사용할지는 도구의 문제이

지 목표의 문제는 아니다. 본 연구의 수업 설계에서는 사분위수를 정확

하게 구하거나 상자그림을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

히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전반적인 분포의 위치를 인식하고 중심과 퍼

짐의 정보를 이용하여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론하며 표

집분포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로서 상자그림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상자그림의 교육적 기능을 활용한 수

업을 통해 표본 통계량의 표집변이성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추론을 개

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림 Ⅳ-18]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 활동의 개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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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1. 표집 행동 시뮬레이션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에서는 맨 먼저 두 명씩 짝을 지어 모집단 주

머니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몸무게 자료를 직접 무작위로 30개 뽑

아서 점그래프와 상자그림으로 나타내도록 안내하였다. 이때 점그래프와 

상자그림을 그릴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특히 상자그림을 그릴 때 색상 

규칙에 따라 그릴 수 있도록 3색 볼펜을 제공하였다. 즉, 상자그림을 그

릴 때 중앙값은 파란색, 상자의 외곽선은 빨간색, 양쪽 수염은 검정색을 

사용하여 그린다. Arnold et al.(2011)에 따르면, 이 색상 규칙은 학생들이 

상자그림을 읽을 때 표본 자료의 중심과 가운데 다수 자료에 주목하게 

물리적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

→ 물리적 

시뮬레이션

→ 컴퓨터 

애니메이션

→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집단 주

머 니 ’ 에 서 

표본 추출

하기

동일한 조건

의 반복 표

집을 시뮬레

이션 해보기

‘표본 상자그

림 주머니’에
서 표본 상

자그림 추출

하기

동일한 조건

에서 반복 

추출된 표본 

상자그림 살

펴보기

표본 상자그

림의 중앙값 

추적하기

↓ ↓ ↓ ↓

추출한 표

본을 점그

래프와 상

자그림으로 

나타내기
 

추출한 표본 

상자 그림 의 

중앙값을 점

그래프로  나

타내기

반복 추출된 

표본 상자그

림 자취의 

누적을 확인

하기

반복 추출된 

표본 중앙값

을 점그래프

로 나타내기 

↓ ↓ ↓ ↓ ↓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상자그림 살

펴보기 

표본 상자

그림의 표

집 행동 살

펴보기

표본 중앙값

의 분포 살펴

보기

표본 중앙값

의 분포를 

예상하기

반복 추출된 

표본 중앙값

의 분포 살

펴보기 

[그림 Ⅳ-18] 표집변이성에 대한 수업 활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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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그다음, 각 짝 모둠에서 완성한 점그래프와 상자그림을 강의실 

벽에 붙은 전지에 일렬로 나열시킨 후 이를 보고 알 수 있는 특징에 대

해 논의해보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 활동을 통해 크

기가 30인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상자그림이 모두 서로 다르지만 이 표

집변이성 속에서 모종의 패턴을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

히, 이 활동은 색상 규칙에 따라 그려진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상자그

림에서 중앙값의 변이성의 패턴을 감지하고 이에 대해 말로 설명해볼 기

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다음, 전체 활동으로 완성한 표본 상

자그림들의 나열에서 각 표본의 중앙값을 한데 모은 다음 이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특징을 글로 작성하고 전체 논의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중앙값들을 한데 모아 

관찰할 수 있게 하면 표본 통계량의 변이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다음, [그림 Ⅳ-19]과 같이 물리적 표집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모집

단(왼쪽 샘플러 창)에서 크기가 30인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를 표 형식으

로 나열하고(가운데 표 창) 점그래프와 상자그림을 동시에 나타내는(오른

쪽 그림창) 컴퓨터 표집 시뮬레이션 도구를 제공하였다. 이 컴퓨터 도구

[그림 Ⅳ-19] 컴퓨터 표집 시뮬레이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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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한 조건의 표본을 무작위로 반복 추출할 때 마다 일정한 크기의 

표본 점그래프와 상자그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

게 한다. 이후 이 도구에서 점그래프는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되었는데,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주의를 상자그림에 집중시킨 다음 종국에는 표본 

중앙값의 행동에 주목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3.1.1.2.2.  표본 상자그림 추출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여 크기가 30인 표본을 무작위로 

반복 추출할 때마다 그려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상자그림을 관찰하게 한 

후, 이 수많은 표본 상자그림들 각각을 인쇄한 카드가 담긴 주머니를 제

공하였다([그림 Ⅳ-20] 참조). 이 주머니에서 뽑은 한 장의 카드는 크기가 

30인 한 개의 표본 상자그림을 나타내고 이 주머니는 이 표본 상자그림 

카드를 하나의 원소로 갖는 (원자료의 모집단과) 다른 차원의 모집단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모집단 주머니’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주머니를 ‘표본(  ) 상자그림 주머니’라고 칭하였다. 본 연구

의 수업 설계에서 이 주머니의 역할은 원자료의 모집단에서 동일한 조건

으로 추출한 무수히 많은 표본 상자그림의 모음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표본 조사에서 우리가 뽑는 한 개의 표본은 가

능한 모든 표집 결과 중 단 한 가지 경우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

게 해준다. 이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은 한 개의 표본을 뽑는 표집 상황을 

[그림 Ⅳ-20] 표본(n=30) 상자그림 주머니와 상자그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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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뽑는 확률 상황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 주머니에서 15개의 표본 상자그림 

카드를 뽑아 그 각각의 중앙값을 제공된 틀에 나타내어 그 표집변이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 아래에 동일한 수직선 위에 표본 중앙값을 다시 점

그래프로 나타내봄으로써 표본 중앙값의 유한 도수분포를 확인할 수 있

게 하였다. 그다음, 연구참여자들이 이 활동을 통해 그린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특징을 말로 설명해보게 하였다.

3.1.1.2.3.  표본 상자그림 누적 애니메이션

다음은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여 모집단에서 동일한 조건의 표본

(  )을 무작위로 반복 추출할 때 마다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적되는 

애니메이션 도구를 제공하였다([그림 Ⅳ-21] 참조). Arnold et al.(2011)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이 애니메이션 도구의 첫 번째 프레임은 크기가 

30인 표본 상자그림 하나([그림 Ⅳ-23]의 첫 번째 그림)가 제시된다. [그

림 Ⅳ-21]의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상자그림에서 상자 부분의 외곽선

[그림 Ⅳ-21] 표본 상자그림의 자취 누적 애니메이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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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앙값을 남기고 양쪽 수염은 삭제시켜 연구참여자의 주의를 가운데 

50% 자료와 중앙값으로 돌리게 한다. [그림 Ⅳ-21]의 세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상자그림의 일부를 남긴 두 번째 그림 위에 동일한 조건에서 추출

된 또 다른 표본 상자그림을 겹쳐서 그린 것이다. 동일한 조건의 표본을 

연속적으로 반복 추출함에 따라 상자그림이 누적되는 과정이 애니메이션

으로 실행되고 결국 [그림 Ⅳ-21]의 맨 마지막 그림과 같이 수많은 표본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을 생성한다. 

이 도구의 각 프레임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작성되었으며, 미리보기 기

능을 이용하여 페이지 넘김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다. 이 도구는 ‘표본(  ) 상자그림 주머니’에서 직접 상자그림 카드

를 뽑아서 상자의 외곽선(빨간색)과 중앙값의 선분(파란색)을 한 데 모으

는 물리적인 과정을 동적으로 시각화해준다. 또한, 이 도구는 동일한 조

건에서 반복 추출한 수많은 표본 중앙값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

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 도구를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추출된 표본의 중앙값이 연속적으

로 누적되는 애니메이션을 경험함으로써 한 개의 표본을 볼 때 잠재적인 

반복 표집 과정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분포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 애니메이션 도구를 

직접 조작해보게 한 다음, 그 결과로 생성된 그림([그림 Ⅳ-21]의 맨 아

래 그림)을 보고 표본 중앙값의 분포를 점그래프로 예측해보게 하였

다. 이때, 첫 번째 수업의 커지는 표본 활동과 유사하게 표본 상자그림 

주머니에서 물리적으로 뽑은 적은 개수(15개)의 표본 중앙값의 분포를 

점그래프로 그려보게 하고, 이후 표집 횟수를 상당히 늘린 경우(100회, 

1000회)에는 애니메이션의 결과로 생성된 그림을 참고하여 예측해보게 

하였다. 

그다음, 앞서 [그림 Ⅳ-19]의 컴퓨터 도구를 확장하여 표본을 추출할 

때 마다 표본 상자그림의 중앙값을 새로운 수직선 위에 점으로 표시하는

([그림 Ⅳ-22]의 화살표 참조) 컴퓨터 도구를 고안하였다. 이 컴퓨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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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집 횟수가 조건으로 설정될 수 있고, 표본이 추출될 때마다 해당되

는 표본 상자그림이 그려지는 동시에 그 아래의 수직선 위에 표본 중앙

값이 점으로 표시되며, 실행된 표집 횟수만큼 점들이 계속 누적되는 과

정을 동적으로 시각화해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컴퓨터 도구([그림 Ⅳ

-22])를 통해 표본이 추출될 때마다 수직선 위에 표본 중앙값이 계속 누

적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관찰할 수 있고, 이전에 표본 상자그림이 누적

되는 애니메이션의 결과([그림 Ⅳ-21]의 맨 아래 그림)를 이용하여 예측

한 표본 중앙값의 분포를 검사하고 평가해볼 수 있다.  

3.1.1.2.4. 모집단 분포와 표본 중앙값의 분포 사이의 관계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앞선 활동에 이어 모집

단 분포와 표본 중앙값의 분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보도록 안내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무수히 많은 표본 상자그림이 연속적으로 누적되

는 애니메이션의 결과로 생성된 그림([그림 Ⅳ-21] 참조)과 모집단 상자

그림을 비교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예측해본다. 이때, 모집단 분포와 표

본 중앙값의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측은 잠정적인 가설에 해당되므

[그림 Ⅳ-22] 표본 중앙값의 분포 시뮬레이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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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Ⅳ-23]과 같은 컴퓨터 도구를 제공하여 이전 예

측을 검사하고 평가해볼 수 있게 한다. [그림 Ⅳ-23]에서 맨 위의 그림은 

모집단의 분포를 나타내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

출된 표본 상자그림을 나타낸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도구를 통해 무작위 

반복 표집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고, 각 경우의 표본 상자그림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표본 상자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그 중앙값이 수직선 위에 

점으로 계속 누적됨에 따라 생성된 표본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분포를 모집

단 분포에 견주어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67)를 30에서 100, 그리고 1000으로 증

가시켰을 때 그 각각에서 표본 중앙값이 누적되는 애니메이션 결과로 생

67) 본 연구의 수업 설계에서 세 가지 표본의 크기( 30, 100, 1000)의 사용은 

Arnold et al.(2011)의 수업 설계를 그대로 따랐다. 

[그림 Ⅳ-23] 표본 중앙값의 분포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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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그림과 모집단 상자그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예측해보게 

하였다([그림 Ⅳ-24] 참조). 그다음 세 가지 경우의 표본의 크기 각각에 

대해 표본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을 한데 모아 서로 비교해보게 

하고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특징을 논의해보게 하였다([그림 Ⅳ-25] 참조).

모집단

  

cm

cm

[그림 Ⅳ-24] 표본 상자그림 자취 누적 애니메이션 결과

  

  

  

모집단

cm

cm

cm

cm

[그림 Ⅳ-25] 표본의 크기 효과에 대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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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동일한 조건의 표본을 무작위 반복 추출할 때 마다 각 표본 

상자그림의 자취를 누적하여 만든 그림에서 “파란색 띠 부분”을 지칭하

는 이름을 만들어보게 하였다. 이 이름 짓기 활동의 의도는 연구참여자

들이 동일한 조건의 무작위 반복 표집을 통해 만들어지는 파란색 띠 부

분을 대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결국 표본 통계량의 표집변이성에 대

한 측도 개념을 형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akker(2004a)는 

변이성을 설명하는 언어가 술어적 기술(예. 많이 퍼져 있다)에서 명사적 

기술(예. 퍼짐이 크다)로 변화되는 것을 실재적 추상화(hypostatic 

abstraction)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추상화로 인해 변이성에 대한 측도 개

념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다음, 연구참여자들에게 이 파란색 띠의 

위치와 폭을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해보게 하였다. 이 활동의 의도는 이

후 주어진 한 개의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

구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에서 사용된 일련의 활동이 연구참여자의 

SKTi에 대한 학습목표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기술한다. 먼저 첫 번째 

수업 설계와 유사하게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추출한 

표본(  ) 상자그림을 한데 모아 비교해보게 하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모종의 경향성을 띤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연구참여

자들은 크기가 작은 표본을 이용하더라도 모집단에 대해 불확실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학습목표 5)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 활동을 통해 표본의 

중앙값 또는 사분위수범위가 모집단에 대한 안정적인 신호가 되는 반면, 

표본의 극단적인 값 또는 범위는 변동이 심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모집단에 대한 예측 및 일반화를 할 때 이 안정적인 기술통계를 사용(학

습목표 6)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표본을 상자그림으로 나타낼 때 색상 규칙을 사용하도록 안내하는데 이

러한 수업 설계는 학습목표 6의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 상자그림 주머니’는 동일한 조건의 표본이 

반복 추출되는 무작위 과정을 구체화한다. 즉, ‘표본 상자그림 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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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개의 표본을 뽑을 때 무수히 많은 경우의 표본들 중 단 한 가지 

경우가 우연히 선택되었음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표집 상황을 확률 상황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안한 ‘표본 상자그림 

누적 애니메이션’ 도구는 동일한 조건의 표본이 반복 추출되는 무작위 

과정을 동적으로 시각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집변이성의 정도와 

그 분포 양상을 시각화해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안한 ‘표본 중앙값의 

표집분포 시뮬레이션’ 도구는 동일한 조건의 표본이 반복 추출되는 무작

위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표본 통계량의 표집분포를 동적으로 시각화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일련의 도구들을 경험함으

로써 주어진 한 개의 표본을 다룰 때 동일한 조건의 표본이 반복 추출되

는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이 무작위 과정의 우연변이성에

서 비롯되는 표집변이성 및 표본 통계량의 표집분포를 상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어진 한 개 표본에 근거한 모집단에 대한 예측이나 일반화

의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학습목표 2)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표본 중앙값의 표집분포 시뮬레이션 도

구를 통해 생성한 경험적 표집분포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이를 모집단 분

포와 비교해봄으로써 두 분포 사이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TinkerPlots의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여 두 분포 각각의 특성을 탐색하고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경우의 표본의 크기(    ) 각각에 대해 표본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과 모집단의 분포를 한데 모아 비교해봄으로써 표본

의 크기 효과 및 표본과 모집단 사이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종국에는 연구참여자들

이 표집변이성의 원리(학습목표 4)를 깨닫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3.1.1.3. 세 번째 수업: 비형식적 신뢰구간

본 연구의 세 번째 수업에서는 두 번째 수업에서 발견한 성질을 활용



- 184 -

하여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해보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먼

저 모집단 분포와 표본 중앙값의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참여자들

이 세운 가설이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과

제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표본 중앙값의 분포에 대해 

그들이 세운 잠정적인 가설이 일반적인 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화

시켜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다음, 표본(  )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

적된 그림을 이용하여 각 표본 상자그림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동일한 크

기의 구간을 만들 때, 그 구간들 중 “거의 모든” 구간이 모집단의 중앙

값을 포함하는 가장 짧은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때,  “거의 모든”이라는 용어는 통계에서 관습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신뢰수준(90%, 95%, 99%)을 도입하기 전에 본 연구에

서 비형식적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거의 모든”이라는 용어에 대한 아이

디어는 국어사전에서(표준국어대사전) 열에 아홉의 의미를 갖는 “거의 

모두”라는 관용구에서 착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거의 

모든”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 제시된 과제를 각 표본 중앙값

을 중심으로 만든 일정한 길이의 구간들 중 대략 90%가 모집단의 중앙

값을 포함하는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는 과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제를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림 Ⅳ-26]을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는 Wild et al.(2011)

이 제안한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p.260) 다이어그

램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이 다이어그램을 John Tukey의 새김 눈 

상자그림(notched box plot) 이론에 기반을 두고 고안하였음을 밝히고 있

다. 그들은 원래 버전의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95% 신뢰구간 공식68)

68) 새김 눈 상자그림은 기본 상자그림에서 중앙값을 중심으로 새김 눈이 들어
간 모양으로 그려진다. 새김 눈 상자그림은 두 집단 비교에서 두 중앙값의 
차이의 유의성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데, 즉 두 
상자의 새김 눈이 겹치지 않으면 두 집단의 중앙값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Mcgill, Tukey, & Larsen, 1978). 새김 
눈의 너비는 표본의 사분위수범위(IQR)에 비례하고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며, 새김 눈의 구간을 구하는 관습적인 공식은 

Med  n

IQR
 Med n

IQR
(여기서, Med는 표본의 중앙값, IQR은 표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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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억의 용이함을 위해 상수 1.58을 1.5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때 이 구간은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대략 신뢰도 90%의 신뢰구간으

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가 알려져 있을 때 모집단의 중

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그림 Ⅳ-26])은 각 표본 상자그림의 중

앙값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일정한 길이의 구간이 모집단의 중앙값을 포

함할 수도 있고(<표본1>, <표본2>),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음(<표본3>)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전 활동에서 발견한 성

질과 이 그림을 활용하여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가 알려져 있을 때 모집

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Ⅳ-27]와 같이 TinkerPlots의 그림창에 모집

단의 상자그림과 표본(  )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분포를 제공하여 연

구참여자들이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할 때 

TinkerPlots를 활용하여 각각 또는 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분위수범위, n은 표본의 크기)이다(ibid, p.16).

[그림 Ⅳ-26]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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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들은 표본(  ) 중앙값의 분포에서 

양쪽 5%씩을 제외한 구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디바이더(Divider) 기능

을 이용하여 각 영역에 자료의 개수가 동일하도록 20개 영역으로 나눈 

다음, 룰러(Ruler)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구간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Ⅳ-28]). 그다음 이전 활동에서 표본의 크기가 30일 때 조건을 만

족하는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표본의 크기가 100일 때 적용해보

[그림 Ⅳ-28] TinkerPlots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한 탐색

[그림 Ⅳ-27] 모집단 상자그림과 표본(  ) 중앙값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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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그다음,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한 개의 표본(  ) 상자그림이 

주어졌을 때 이표본 중앙값을 중심으로 모종의 길이의 구간이 90%의 확

률로 모집단의 중앙값을 포함할 것이라 기대되는 가장 짧은 구간의 길이를 

추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한 개의 표본으로부터 모평균의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상황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수업에서는 주어진 두 표본 상자그림

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결정 조건을 만들어보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참여자들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활동에서 구성한 비형

식적 신뢰구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수업에서 사용된 일련의 활동이 연구참여자의 SKTi

에 대한 학습목표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모집단 분포와 표본 중앙값의 분포 사이에 성립하는 일반적

인 성질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가 알려져 있을 때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은 미지의 모집단의 중앙값을 추정하기 위해 주어

진 표본 상자그림을 이용하여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이때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신호로 표본의 사분위수범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즉, 모집단의 중앙값을 비형식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표본의 중앙값과 사분위수범위를 통합시켜 추론(학습목표 7)할 것이

라 예상하였다. 또한, 한 개의 표본 상자그림을 이용하여 구한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은 대략 90%의 신뢰도를 갖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곧 표본 중앙값의 표집변이성에서 비롯되는 비형식적 

신뢰구간의 확실성을 확률적으로 추정(학습목표 2)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은 고등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가르친 경험

이 있는 수학교사 2인과 통계교육연구자 2인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을 거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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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결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이 보완할 필요가 있

는 SKTi의 측면을 확인하였다. 그다음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교수법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SKTi 개발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 계획에 따라 교수실험은 주당 3~4

차시씩 3주에 걸쳐 실행되었다. 본 연구의 교수실험이 실행되는 동안 연

구참여자의 SKTi의 발달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원을 수집하여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원은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문서 자

료, 비디오 녹화 및 오디오 녹음 자료, 연구자의 관찰 및 현장 노트가 포

함된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료들 사이의 협력 및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7명의 연구참여자들69)을 6개의 모둠으로 배치70)하였다. 교수실험

을 진행하는 동안 매 수업마다 5개의 모둠에 캠코더 기기를 한 대씩 설

치하고, 렌즈의 초점을 각 모둠 활동에 고정시켜 녹화 및 녹음을 진행하

였다([그림 Ⅳ-29] 참조).

연구참여자의 SKTi의 발달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습목표에 도달하

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SKTi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주제별 분석(Braun & Clarke, 2006)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

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 계획에 따라 실행된 교수실험에 대해 매 

차시마다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전 수업에 대한 예비 분석 결과

는 다음 수업의 실행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였다. 교수실험이 완료된 이

후, 보다 세밀한 방식으로 수업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또는 모둠에서 일어난 토론을 모두 전사한 다음 이를 일정비교분석

(Glaser & Strauss, 1967)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69)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초등교사들 27명을 식별하기 위해 S1부터 S27까지 코
딩 처리하였다. 

70) 3개 모둠은 4명씩, 나머지 3개 모둠은 5명씩 무작위로 할당하여 총 6개의 모
둠을 조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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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i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수실험에서 얻은 다양한 자료원을 

삼각화(triangulation)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할 때, 먼저 전사 자료를 사건으로 분류한 다음 반복되는 

주제를 찾았다. 연구질문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 어구 또는 문장

을 선택하여 전사 자료를 단위화하고, 분류하고, 코딩한 다음, 비슷한 의

미의 코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드는 결합시켜 분석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SKTi 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로

부터 연구참여자의 SKTi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확인함

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 활동의 잠재적 역할을 평가하는데 사용

하였다. 

본 연구자가 교수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먼저 지도교수와의 논의를 통해 검토를 거쳤다. 이후 본 연구와 독립

적인 통계교육연구자 2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분석 결과를 완성하였

다.

[그림 Ⅳ-29] 모둠 배치 및 캠코더 기기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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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결과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 계획에 따라 교수실험이 실행되

는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SKTi를 기술하고, 그들의 SKTi 개발을 위해 사

용된 수업 활동의 잠재적 역할을 설명한다.  

3.2.1. SKTi-GP :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일반화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주어진 통계적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및 적절한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게 하면 통계적 조사의 목적

이 표본 자료 그 자체가 아닌 모집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킴으

로써 주어진 표본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 모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수업의 교수실험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통계

적 질문(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는 대략 얼마일까?)에 대해 나름대로 예

상할 수 있었고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전반에서 자신의 예상을 반성하

는 성향을 나타내보였다. 특히, 통계적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예상한 것

을 동료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었

다.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이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는 동기를 자극시킨 것 같다.

S18: 150?

S8: 160?

S18: 150!

S3: 누가? 
S18: 중1.

S3: 아냐. 150 넘지 않아? 160돼.
S18: 야. 우리 평균이..(안 들림)

S3: …

S18: 남자도 있으니까 160이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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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통계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계획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보게 했을 때 거의 모

두 모집단 전체(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비현실

적이라는데 동의하며 표본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제안할 수 있었다.

 ・중학교를 하나 정해서 조사한다.(8명)
 ・전국의 여러 중학교를 정해서 조사한다.(4명)
 ・남녀공학인 중학교 한 개를 정해서 조사한다.
 ・2, 3개 중학교를 정해서 조사한다. 
 ・각 도별로 표본 학교를 정해서 조사한다. 
 ・각 도별로 한 중학교의 다섯 반을 골라 남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각 도별로 절반 이상의 중학교를 조사한다. 
 ・무작위로 반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임의의 한 학교를 정한 다음 반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임의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100명을 뽑아 조사한다.    
 ・각 지역의 중학교를 임의로 골라 조사한다. 
 ・임의로 중학교를 정해서 그중 한 반씩 조사한다.  
 ・임의로 전국의 중학교 한 반씩 10개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이로부터 자료분석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통계적 

질문에 대해 예상하고 통계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계획해

보게 하면 통계적 조사 활동에 참여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표본과 모집단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용 

가능한 자료로부터 모집단에 대해 추리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19: (안 들림)
S3: (S19의 말에 대꾸하며)중1때!

S18: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안 들림) 
S3: 근데 학원에서 보면 애들이 전부다 커. 진짜 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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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을 계획할 때 무작위

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대략 1/4의 연구참여자들은 표집을 계획할 때 무

작위성을 고려하긴 하였지만 무작위로 선택되는 개체(units)를 학생 개인

보다는 반 또는 학교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

자들 중 일부는 ‘중학교 1학년’이라는 모집단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개

개인이 모여 이루는 전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 또는 학교를 단위

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 수업 계획의 분

석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제공한 ‘모집단 주머니’ 도구는 모집단의 

단위를 학생 개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한 것 같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모집단 주머니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 주머니에 든 무수히 많은 자료 카드를 눈을 가린 채 손으로 잘 

섞은 다음 자료 카드를 한 장씩 뽑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모집단 주머니를 통해 보여준 이 무의식적인 행

동에 대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단순무작위추출

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직관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후검사에서는 사전검사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연구참여자

들이 주어진 표본(  )으로부터 더욱 커진 표본(  ) 및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전검사의 두 표본 비교 과제에서 한두 명의 연구참여자들만 

추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던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연구참

여자들이 추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표 Ⅳ-11> 참고). 특히, 사후검

사에서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두 표본을 비교할 때 공통적으로 주어

진 두 표본 자료의 겹침과 표집에 대한 추론 전략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그림 Ⅳ-30]은 한 연구참여자(S25)가 과제2.1에 대해 제시한 응답을 보여

준다.

S25가 제시한 응답을 통해 그의 사고과정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사

후검사의 과제2.1에서 주어진 두 표본 자료에만 주목하면 ‘남학생의 시

력이 여학생보다 더 낫다’는 증거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혹자의 주장

(우리 학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시력이 더 낫다)을 동의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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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주어진 두 표본 상자그림의 중앙값이 거의 같고 상자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다른 표본을 추출하여 비교한다면 혹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S25는 주어진 두 표본 

자료의 비교 결과를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

<표 Ⅳ-11> 사후검사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 분석 결과

과제 응답 명수

2.1 ․ 주어진 두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의 비교 결정을 내릴 때 

추론 유형

  - 기술적 12

  - 추리적 15
2.2 ․ 주어진 두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의 비교 결정을 내릴 때 

추론 유형

  - 기술적 12

  - 추리적 14

  - 기술적인지 추리적인지 불명확 1

2.3 ․ 주어진 두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의 비교 결정을 내릴 때 

추론 유형

  - 기술적 11

  - 추리적 15

  - 기술적인지 추리적인지 불명확 1

[그림 Ⅳ-30] 사후검사의 과제2.1에서 S25가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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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게 된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실험 및 사후검사 결과로부터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S25처럼 표본과 모집단을 분명히 구분하고, 표집을 인식하며, 추리적 사

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2.2. SKTi-PL : 불확실성의 표현 

본 연구의 첫 번째 수업 설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또는 ) 점그래프를 한

데 모아 비교해보게 하면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점과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대해 대

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그림 Ⅳ-31]과 같은 응답을 제시하였다. 즉, 대부

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여러 가지 경우

의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을 볼 때 공통적으로 다수 자료가 집중된 구간

에 주목하였다. 

[그림 Ⅳ-31]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에 대해 S20이 제시한 응답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표본의 크기를 15에서 30으로 증가시

켰을 때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묻는 질문

에 [그림 Ⅳ-32]와 같은 응답을 제시하였다. 즉,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다수의 자료가 집중된 구간을 안정적인 신호로 인식하였다.   

  

[그림 Ⅳ-32]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에 대해 S7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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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첫 번째 수업의 결론 단계에서 자

신의 결론을 제시할 때 이 다수 자료가 집중된 구간을 활용하였다. 예컨

대, S18은 문제 단계에서 통계적 질문에 대한 예상을 제시할 때 특정한 

하나의 값(155cm)으로 표기한 반면, 결론 단계에서는 [그림 Ⅳ-33]과 같

이 평균을 포함할 법한 구간(155-160cm)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18이 문제 단계에서 제시한 예상답안에 비해 결론 단

계에서 제시한 응답 방식은 모평균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을 직관적으

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의 응답은 직관적이지만 평균을 포함할 

것이라 기대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직관적 신뢰구간(Shaughnessy, 2007)

의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일련의 시뮬레이션 

도구들을 경험함으로써 주어진 표본을 다룰 때 동일한 조건의 표본이 반

복 추출되는 무작위 과정을 인식하고, 이 무작위 과정에서 비롯되는 표

집변이성 및 표본 통계량의 표집분포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

다. 이에 따라 주어진 표본 하나에 근거하여 모집단을 예측하고 일반화

할 때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사후검사에서 대략 절반의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일관된 응답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한 연구참여자(S7)는 사후검사의 과

제2.3에서 [그림 Ⅳ-34]과 같은 응답을 제시하였다. 그는 과제2.3에서 주

어진 두 표본 상자그림을 비교할 때 각각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추출된 

수많은 표본 중앙값이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띠를 상상한 다음 이 두 띠 

사이의 겹침을 확인하였다. 즉, S7은 주어진 두 표본에 대해 각 표본으

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띠를 모집단의 중앙값을 포함할 것이라고 기대되

[그림 Ⅳ-33] 결론 단계에서 S18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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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관적 신뢰구간으로 간주하고 이 두 띠가 서로 겹치지 않을 것이라

는 확신에 근거하여 두 모집단의 차이로 일반화하였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수업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본 상자그림

을 이용하여 미지의 모집단 중앙값에 대한 대략 신뢰도 90%의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주제에 대한 수업

이 진행되는 동안 각 모둠 내에서 일어난 대화의 쟁점은 표본 중앙값의 

변동 폭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한 모둠의 

논의 결과는 크기가 30인 표본 상자그림의 사분위수범위는 모집단의 사

분위수범위와 거의 동일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표본 중앙값의 

변동 폭을 결정하였다([그림 Ⅳ-35] 참조). 이 가정은 두 번째 수업 활동

에서 알게 된 사실, 즉 표본 상자그림의 사분위수범위가 모집단의 사분

위수범위의 안정적인 신호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림 Ⅳ-36]은 이 모둠의 한 연구참여자가 제시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

는데, 그는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 반복 추출된 무수히 많은 표본

(  ) 상자그림이 누적된 결과로부터 표본의 중앙값뿐만 아니라 표본

[그림 Ⅳ-34] 사후검사의 과제2.3에서 S7이 제시한 응답

[그림 Ⅳ-35] 표본 중앙값의 변동 폭에 대한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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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1,3사분위수도 모집단의 특성(즉, 모집단의 제1,3사분위수)을 보여주

는 신호임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켰을 때

(   ) 더욱 강화되었다.

다른 한 모둠에서는 한 연구참여자가 앞서 언급한 모둠과 유사하게 주

어진 표본의 사분위수범위를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로 추정하여 모집단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하고 이 구간에 대한 확률적 의

미를 동료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나타내보였다.  

S12: 얘는 한 개 잖아. 한 개지?

S17: 어?

S13: 한 개를 추출했어. 

S12: 지금 이게 하나 추출한 거지? (표본 상자그림을 가리키며)이게 중앙

값 하나잖아.

S17: 아! 어어어.

[그림 Ⅳ-36] 두 그림 사이의 관계에 대한 S20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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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는 주어진 표본 상자그림으로부터 90%의 확률로 모집단의 중앙값

을 포함할 것이라 기대되는 구간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표본 상자그림

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표본 사분위수범위의 절반만큼의 길이를 갖는 구

간을 만들었다. 즉, 그는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 대신 주어진 표본의 사

분위수범위를 사용하여 모집단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

하였다. 한편,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동료들에게 설명할 때 “얘의 반절인 

2분의 1만큼의 팔을 벌려”라는 S12의 은유적 설명은 이전 과제에서 각 

표본 중앙값을 중심으로 동일한 크기의 구간을 만드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가 팔을 벌려 왔다갔다하는 제스쳐를 전유하여 자신의 언어

로 표현한 것 같다. 

또 다른 한 모둠의 논의 결과, 그들은 주어진 표본 한 개로부터 표본 

중앙값의 변동 띠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원들끼리 대화한 내용을 전사한 것이다. 

S8: (자신의 활동지에 그려진 표본 상자그림을 가리키며)이걸 보고 예측

하라는 건가봐.

...

S6: 일단 천 개를 추출한 건데, 천 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그리라는 

거냐면 모집단의 상자를 그리라는 거야. 모집단의 상자하고 똑같거든.

S18: 뭐가?

S6: 크기 30인 임의표본 1000개의 파란색.. 그 파란색 밴드의 길이는 모

집단하고 똑같단 말이야. 폭하고. 그치?

S18: 으음.

S6: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집단을 그리라는 거야. 밑에 거는.

S12: 여기로 (표본 상자그림의 상자부분을 가리키며)얘의 반절인 2분의 1
만큼의 팔을 벌려. 그 팔 중에 전체의 중앙값이 있을 확률이 90%야. 

S13: 음~

S12: 난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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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둠은 주어진 표본 상자그림으로부터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를 추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표본의 제1,3사분위수가 모집단의 

제1,3사분위수의 신호가 됨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S18은 주어진 표본 상자그림이 완전히 특이한 경우일 가능성을 반복해

서 언급(“완전 특이한 값일지 어떻게 알아?”)하며 등확률 편향(Lecoutre, 

1992)을 나타내보였다. 이는 표집변이성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S18: 응.  

S6: 모집단의 상자그림을 그리라는 건데.

S3: 어떻게 알아?

S6: (웃음)

S3: 그치 않아?(웃음) 그걸 어떻게 알아?(웃음)

S19: 똑같이..(안 들림)

S6: (S19의 말에 대꾸하며)표본이잖아. 표본 하나. 똑같아?

S19: 표본 하나!

S6: 이건 표본 하나야.

S18: 그러면 아까 방금했던 거를 거꾸로..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자신

의 활동지를 앞으로 넘김) 

S6: 그치? 반대로 가는 거니까. 몇 센치였지? 아까? 5센치였나?

...

S18: 이거 다른 거야. (자신의 활동지를 앞으로 넘겨 가리키며)이거 5cm
랑 상관이 없어.

S8: 근데 이 원리로 이걸 푸는 건 맞잖아?

S6: 아! 첫 번째께 3분의 1이었지? 2분의 1배였나?

S8: 응. 2분의 1배

S6: 2분의 1배. 그지. 그럼 2분의 1배니까 

S18: 근데 얘가.. (자신의 활동지에 제시된 한 개의 표본을 가리키며)얘가 

완전 특이한 값일지 어떻게 알아?

S3: 그렇긴 하지.

S6: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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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하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를 모수의 추정치로 사용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추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의 세 번째 수업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두 모집단의 

차이가 확실하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각 모집단에서 하나씩 뽑은 표본 

상자그림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과제를 제시하였

다. 이 과제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나름대로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이전 활동에서 구성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적용할 수 있

었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주어진 두 표본 상자그림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조

건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하였다

([그림 Ⅳ-37] 참조).  

S7은 두 모집단에 차이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

건으로 한 집단의 표본의 제1사분위수가 다른 집단의 표본의 중앙값보다 

커야한다는 응답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그가 제시한 설명은 두 집단 

각각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두 표본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모집단의 중앙

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그는 

자신이 제안한 조건에서 예외가 생길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상자가 반 

정도만 겹치면 10%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함으로써 그 불

확실성에 대한 계량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사후검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세 번째 수업에서 구성한 

[그림 Ⅳ-37] 비교 결정 기준에 대해 S7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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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이 비교 전략에 내

포된 (불)확실성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비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

량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다수의 연구참여

자들은 주어진 두 표본 상자그림에 대해 나름대로 구성한 비교 전략을 

적용하여 두 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결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 모

두 두 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결정의 (불)확실성을 수 값으로 나타내진 

못하였다([그림 Ⅳ-38] 참조). 

사후검사에서도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두 모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주목한 반면, 자신의 결정

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데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제시할 

때 자신의 결론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결론의 (불)확실성을 확률 추정

치로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

다.

          

3.2.3. SKTi-SV :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

[그림 Ⅳ-38] S13이 만든 비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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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수업 설계에서 모집단 주머니를 이용하여 크기 

15인 표본을 직접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이를 점그래프로 나타내고, 다

시 15개 자료를 추가로 무작위 추출하여 크기 30인 표본 점그래프를 그

려보게 하면 자연스럽게 표집변이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이 수업 활동을 통해 사전검사 결과에서 일부 연구참여자들로부터 

확인된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에서 비율적 접근(이정연, 이경화, 2017)

을 사용한 연구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은 그중 한 명의 연구참여자(S18)가 모집단 주

머니에서 크기가 15인 표본을 직접 추출하여 점그래프로 나타내는 과정

에서 일어난 대화의 일부이다.

 S18은 모집단 주머니에서 직접 뽑은 15개의 자료를 하나씩 점으로 나

타내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통찰하게 되었다. 또한, 직접 그린 크기가 15

인 표본 점그래프에서 15개의 자료가 더 추가될 때 점들 사이의 틈이 메

워지면서 쌓여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S18이 사전검사에서 제시한 

응답([그림 Ⅳ-6] 참조)과 첫 번째 수업의 교수실험에서 제시한 응답([그

S18: (무작위로 뽑은 15개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점그래프로 나타낼 

때, 10번째 점을 찍고 나서 잠시 생각한 후)아! 나 잘못한 거 같애.

S3: 뭐?

S18: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그거 잘못한 거 같애. 

S3: (웃음)

S18: (크기가 15인 표본 점그래프를 완성한 후 자료가 넓게 퍼진 것을 나

타내기 위해 양손을 벌리며)이렇게 넓게 퍼질 수도 있네. 난 그냥 (한 

손을 위로 올리며)위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 

S3: 아~
S18: 이렇게 넓게 퍼지는 구나. 세상에나. 

S3: (웃음)
S18: 그런 걸 깨닫게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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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Ⅳ-39])을 비교해보면 그의 표집변이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2>는 사전・사후검사 각각에서 주어진 표본(  ) 그래프로

부터 표본의 크기를 두 배하였을 때 어떻게 그려질지 예측해보는 과제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사전검사 

결과에서 10명의 연구참여자들이 각 점을 두 배하여 그리는 전략을 사용

하였다면, 사후검사에서 이 전략을 사용한 연구참여자는 3명뿐이었다. 반

면, 사후검사 결과에서 주어진 표본 점그래프로부터 크기가 두 배 증가

한 표본 점그래프를 예측할 때 가운데 다수 자료가 더욱 도드라지게 그

린 연구참여자는 사전검사보다 8명 더 많았고, 틈이 메워지도록 그린 연

[그림 Ⅳ-39] 모집단 분포에 대한 S18의 예측

<표 Ⅳ-12> 사전・사후검사의 과제1에 대한 응답 비교

과제
(사전/사후) 응답 사전 사후

1

․   인 표본의 그래프로부터   인 표본의 

그래프를 추측하는 전략

  - 가운데 다수 자료가 더 도드라지게 그림 16 24

  - 각 점을 두 배해서 그림 10 3

  - 범위를 더 넓게 그림 12 6

  - 틈이 메워지게 그림 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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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는 사전검사보다 5명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처음에는 

표집변이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몇몇의 연구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수업에 

참여함에 따라 표집변이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추리에 적용할 수 있

게 되었다. 한편, 이 과제에서 범위를 더 넓게 그린 연구참여자는 사전검

사보다 사후검사에서 6명 더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의 주

의가 자료가 몰려있는 가운데 구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

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뒤로 밀려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두 번째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표본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분포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이를 모집단 분포

와 비교해봄으로써 두 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

다. 또한, 세 가지 경우의 표본의 크기(    ) 각각에 대해 표

본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과 모집단의 상자그림을 한데 모아 비

교해봄으로써 표본의 크기 효과 및 표본과 모집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

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 반복 추출된 표

본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과 모집단 상자그림 사이에 어떤 관계

가 있는지 추측해보는 과제에 대해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한 가지 

이상의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예컨대, [그림 Ⅳ-40]은 한 연구참여

[그림 Ⅳ-40] 두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 S20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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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제시한 응답을 보여준다. S20은 “표본 상자그림의 자취 중 중앙값 

부분”이 모집단의 사분위수 범위와 같고 이 부분은 모집단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며, 이 부분의 중앙값이 모집단의 중앙값과 거의 

일치한다는 가설을 생성하였다. 즉, S20은 표본 중앙값의 자취가 누적된 

부분의 중심(중앙값), 퍼짐(범위) 및 형태(대칭성)를 모집단 상자그림의 

중심(중앙값) 및 퍼짐(사분위수범위)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집단의 상자그림과 표본 중앙값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가설을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여 검사해보았

다. 다음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한 모둠의 대화 내용 중 일부이다. 

S18: (자신의 활동지의 문제를 가리키며)이거 뭐 썼어?

S6: (자신이 작성한 답변을 읽으며)표본의 중앙값 자취 범위는 그것이 충

분히 클 때 모집단의 상자크기와 거의 일치한다. 

S18: ...

S6: 당연한 소리 썼어.

S18: (S6이 작성한 답변을 다시 읽어보며)사분위수가 뭐야?

S6: 사분위수가 상자그림.
S18: 그럼.. (모집단의 제1사분위수를 가리키며)얘랑 (모집단의 제3사분위수

를 가리키며)얘?
S6: 응. 그거가.. (자신의 답변을 다시 읽어보고)표본의 중앙값 범위하고 

비슷할 것 같다고.
S18: 범위를 어떻게 봐야 돼.. 룰러로 봐야 돼?

...

S18: 그거 하면 될 것 같애. 이거(마무스로 클릭). (잠시 생각한 뒤)얘부터.

S6: 아! 딱 중앙 안에 꽂아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평균값 딱. 아! 

158.4라고 나오는 구나!

S18: 똑같애. 중앙값이랑.

S6: 오! 완전 똑같네!

S18: 응. 

S6: 진짜! 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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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은 S6이 만든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TinkerPlots의 유용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그림 Ⅳ-41]과 같은 화면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둠원들 

모두 모집단의 중앙값과 표본 중앙값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의 중앙값이 

동일할 것이라는 추측과 그 자취의 범위가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와 동

...

S18: (S6에게)예 범위(표본 중앙값 범위)가 예(모집단 사분위수범위)랑 똑같

다고.. 한 거지?

S6: 응. 거의. 

S18: 상자범위랑

S6: 응. 거의 같을 것 같다고..

...

S6: (S18이 룰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아하

(웃음)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비슷하잖아. 그냥. (웃음)

S18: 해보는 거지(웃음)

S8: 으흐흣. 이걸 맞추려구?(웃음)

S18: 안 맞춰져!(웃음)

S6: 그 정도면 완전 똑같은 거 아닌가?

[그림 Ⅳ-41]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여 S18이 구성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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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 

컴퓨터 도구는 모집단 분포와 표본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분포 사이의 추

측을 검증하는 역할을 제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표본의 크기를 각각 30에서 100, 그리고 1000으로 증

가시킴에 따라 모집단 분포와 표본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즉, 이 도구는 표본의 크

기 효과를 시각화함으로써 모집단 분포와 표본 통계량의 표집분포 사이

의 추측을 확증하는 역할을 제공하였다. 또한, [그림 Ⅳ-42]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 분포와 표본 중앙값의 표집분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표본의 제1,3사분위수의 표집분포에 대해서도 각각 모

집단의 제1,3사분위수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각 모둠은 표본의 크기가 30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가 100 그리고 1000인 경우에도 각각 모집단 상

자그림과 표본 중앙값의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

여 검사해보았다. 다음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한 모둠의 대화 내용을 전

사한 것이다. 

S18: (손가락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확실히 좁아졌다! 

S8: (S18이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여 나타낸 표본 중앙값의 분포의 폭을 

읽으며)1.72!

S18: 확실히 좁아졌어.

[그림 Ⅳ-42]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해 S7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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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 1.72? 응~ 근데, 메디안도 똑같애?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후)아~ 메디

안 완전 똑같네. 진짜! (잠시 생각한 후)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

는 게.. 표본의 크기가 커지잖아? 표본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 표본 자

체에 대한 중앙값 자체가 (모집단의) 중앙값에 더 가까워질 거 아냐? 

S18: (고개 끄덕)그냥 모든 게 점점 더 모집단에 가까워질 것 같애. 더 경향

성을 더 잘 반영할 것 같애.

S6: 을.. 을 결국에.. 모집단의 크기만큼 늘리면 줄이(검지로 수직방향으

로 선을 하나 그리며)하나 생기겠고, 그게 그냥 중앙값이겠지.

S18: 응. 응.

S6: 사실 그러니까 을 무한대 모집단으로(오른손 검지로 수평뱡향으로 

선을 그리며)리미트를 때리면 결론이 난 거야. 이미 사실. 중간 과정을 

안해봐도. 

S18: 리미트? 근까 끝가지로?

S6: 모집단!(오른손 검지로 수평 뱡향으로 선을 그리며) 모집단으로 을 

그냥 땡겨 보면(오른손 검지로 수평 뱡향으로 선을 다시 그리며) 극한

으로 땡기.. 모집단으로 땡기면.. 이미 그냥 메디안 중앙값(손바닥을 세

워 수직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S18: 근데, 이거 범위가 줄어든다는 게 대개 신기하다. 

S6: 응.  

(모두 고개를 끄덕거림)

S18: 확실히 서른 개씩 뽑으면 

S8: (S18의 말을 받아서)너무 커.

S18: 특이한 것도

S8: (S18의 말을 받아서)영향을 미치잖아.

S18: 표본으로써.. 암튼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잖아. 

S8: 맞아!

S18: 몇 개 뽑았냐? 1000개 뽑았으니까. 1000개 중에 하나라도 동일하게 그 

특이한 역할을 하는.. (안 들림) 근데 여기 1000개에서는.. 그 특이한 게

S8: (S18의 말을 받아서)거의 무시가 되는 거지.

S18: (S8의 말을 한 번 생각한 다음)거의 무시가 되는 거지.

(모두 고개를 끄덕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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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둠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표본의 크기가 30인 경우에 

대해 컴퓨터 도구를 통해 자신들이 세운 추측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는 것

에 만족하였다면 표본의 크기가 각각 100, 1000인 경우를 거듭하면서 자

신들이 세운 가설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생겨나는 이유

에 대해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S6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중앙값의 자취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표본이 “모집단의 

크기만큼” 커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였다면, S18은 표본에서 특이

한 경우의 편향된 자료가 표본 중앙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특

히 S18은 크기가 작은 표본에서는 특이한 경우가 크게 영향을 미쳐 표본 

중앙값이 모집단의 중앙값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수 있지만 표본의 크기

가 상당히 큰 경우 특이한 경우의 자료가 표본 중앙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중앙값에 가까울 것이라 판단하였다. 

한편, 이 모둠은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표본 중앙값의 자취가 누

적된 그림의 폭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신기한” 결과로 보았는데, 결국 

서로 다른 경우의 표본의 크기에 따라 무작위 표집 과정으로부터 생겨난 

경험적 표집분포의 신기한 결과가 이에 대한 이유를 탐구하고 설명하도

록 자극한 것 같다. 

이상으로부터,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은 연구참여자들이 모집단 분포

와 경험적 표집분포 사이의 관계 및 표본의 크기 효과를 인식하고 그 이

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반

복 추출된 표본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에서 표본 중앙값의 자취

가 누적된 부분(이하 “표본( ) 중앙값 변동 띠”71)라고 칭함)의 위치와 폭

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전

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난 대화의 일부이다. 

71) 본 연구의 교수실험에서 전체 논의를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반복 
추출된 표본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에서 표본 중앙값의 자취가 누
적된 부분을 “표본( ) 중앙값 변동 띠”라고 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표
본()”에서 은 표본의 크기를 말하고, “변동”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조건에
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할 때마다 그 결과로 생성된 표본 중앙값이 달라지
는 과정적인 이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안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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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둠의 S6과 S18은 처음에 표본() 중앙값의 변동 띠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표본의 중앙값”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전체 논의

에서 다른 모둠의 동료가 언급한 응답을 반성해보면서 “표본들의 중앙

값”이 아니라 “모집단의 중앙값”이 표본( ) 중앙값 변동 띠의 위치를 결

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 전체 논의에서 동료가 제안한 다

른 의견 및 연구자의 비평가적 반문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과 동료들의 

생각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수업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표본( ) 중앙값 변

동 띠의 폭을 결정하는 요인을 생각해보게 한 다음, 전체 논의를 진행하

였다. 

연구자: 이 띠의 위치는 뭐가 결정하죠?

S18: (한 모둠의 S18이 낮은 목소리로)표본 중앙값이..

연구자: 어떤 값의 중앙값이요?

S12: (다른 한 모둠의 S12가 큰 목소리로)모집단의 중앙값!

연구자: 모집단의 중앙값이요?

S6: (낮은 목소리로)표본의 중앙값

S18: (낮은 목소리로)표본의 중앙값. (큰 목소리로)표본들의 중앙값!

연구자: 표본들의 중앙값이요?

S6: (자신의 활동지를 다시 확인하며)위치? 아! (한 손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왔다 갔다 진동하는 손동작과 함께)위치!

　 ...　

S6: 모집단의 중앙값이..

S18: 저거는 표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 진거잖아.

S6: 근데 결국에는 모집단의 중앙값에 의해서 (양손을 벌렸다가 앞으로 

점점 좁히는 제스쳐를 취하면서)거기로 모이는 거니까.

S18: (안 들림). 모집단.. 표본의.. 표본인...(안 들림). (잠시 생각한 후에)

모집단의... 표본은 모집단에서 뽑은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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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표본 중앙값의 변동 띠의 폭을 결정하는 요

인으로 표본의 크기를 고려할 수 있었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띠

의 폭은 줄어들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

에게 표본의 크기 이외에 다른 요인을 제안해보도록 질문하였을 때 표집 

횟수 이외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연구자는 이 전

체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이전 활동을 상기시켰다. 다음은 전체 

논의 중에 일어난 대화의 일부이다.  

연구자: 여기 있는 폭! 이 폭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죠?

S6: 표본의 크기

연구자: 표본의 크기! 네. 또 있나요?

S6: 뽑는 횟수!

연구자: 뽑는 횟수는 1000회로 고정했다고 하죠. 1000회로 고정했다고 했을 

때, 폭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이 있나요?

모두: …

연구자: 을 30이라고 정했을 때, 그랬을 때 이 폭의 범위는 뭐가 결정하

죠? 

모두: …

연구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 활동이랑 관련지어 생각해보겠어요?

모두: …

연구자: 을 30이라고 했을 때 이 폭은 뭐랑 비슷했죠?

S18: 상자범위. 모집단의 상자범위.

　 ...

S6: 아~~ 모집단이(안 들림)

연구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작성한 답을 참고해서 여기 이 폭의 크기를 결

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S6: (큰 목소리로)모집단의 상자크기!

연구자: 모집단의 상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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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표본( ) 중앙값 변동 띠의 폭을 

결정하는 다른 한 요인으로 “모집단의 상자크기”에 대해 고려하게 되었

다. 한편, 위의 전사로부터 S6은 표본의 크기가 30인 경우 표본(  ) 

중앙값 변동 띠의 폭이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S6과 같은 모둠의 S18은 이전 과제에서 표본(  ) 중앙

값 변동 띠의 폭과 “모집단의 상자크기”(즉,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우연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의의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표본() 중앙값의 변동 띠를 고려할 

때 표본의 크기의 최소 기준을 30으로 설정하고, 이때 그 폭은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와 동일할 것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였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이 가설을 더욱 일반화하여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를 표본() 중

앙값 변동 띠의 폭을 결정하는 다른 한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

다. 예컨대, [그림 Ⅳ-43]은 전체 논의 이후에 표본() 중앙값 변동 띠의 

폭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S7이 제시한 응답을 보여준다. 그는 표본의 

연구자: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다린 다음)모집단의 상

자크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모집단의 상자크기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S18: (S6에게 물으며)크기가 30인 거(안 들림) 얼떨결에 맞은 거 아냐?

S6: 거기서 넘어가거나 많이 넘어갈 수 없는 거지! 상자크기는! (양손으

로 넓게 벌려서 좁히는 동작을 하면서)좁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S18: (안 들림)근까 크기가 1인 것부터 시작해도 (파란색 띠를 검지로 가

리키며)얘는 비슷할 거다? 그 소리야?

S6: 응?

S18: 크기가 1인 것부터 1000번 뽑는 것부터 시작해도 얘 범위..(안 들

림) 파란색이 크게 안 다르다고?

S6: (안 들림).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S18: 30이 제일 작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

S6: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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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중앙값의 변동 띠의 폭은 좁아지는 반면, 모집

단의 상자크기가 작을수록 이 띠의 폭은 좁아진다고 언급하였다. 게다가, 

그는 모집단의 상자크기와 표본() 중앙값 변동 띠의 폭이 서로 “비례한

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수업의 교수실험에서 표본() 중앙값 변동 띠

의 폭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전체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표본(  ) 

중앙값 변동 띠의 폭이 모집단의 상자크기와 거의 동일하다는 가설이 다

른 맥락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에 따라 세 번째 수업에서는 다른 맥락의 모집단(중학교 1학년의 몸무

게) 및 시뮬레이션 도구를 제공하여 이를 검증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실험 결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의 상자그림과 표본 중

앙값의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전 가설이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된다

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상과 같은 일련의 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결국 표집변이성의 원리를 통찰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

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세 번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어진 표

본 상자그림으로부터 표본 중앙값 변동 띠의 위치와 폭을 예상하는 과제

를 다룰 때 일부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응답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 수업 활동에서 표본 상자그림의 자취가 누적된 그림과 모

집단 상자그림을 비교할 때 표본 중앙값의 분포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표

본의 제1,3사분위수 각각이 모집단의 제1,3사분위수를 중심으로 몰린다는 

사실과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는 사실을 인식한 연구참여자들은 표집변이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보였다. 예컨대, [그림 Ⅳ-44]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S20이 제시한 

응답을 보여준다.  

[그림 Ⅳ-43] 표본 중앙값 변동 폭에 대해 S7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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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44]에서 S20은 “모집단이든 표본이든 상자그림의 사분위수는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곧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를 주어진 표

본의 사분위수범위로 추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S20은 주어진 표

본 한 개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대

조적으로,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표본(  ) 중앙값의 변동 띠의 폭이 모

집단의 상자크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었지만, 모집단의 상

자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띠의 폭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표집변이성의 원리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업 설계상 표본 중앙값의 분포의 특성에만 집중

하기보다 표본의 제1,3사분위수의 분포도 마찬가지로 모집단의 제1,3사분

위수에 대응하여 비슷한 특성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추론하는 경험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2.4. SKTi-DE : 증거로서의 자료의 사용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는 극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이 모집단에 비해 크

기가 작은 표본(   )은 극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모

집단을 예측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크기가 작더라도

(   )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은 편향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모집단에 대해 예측이나 불확실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수업 설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그림 Ⅳ-44] 표본 중앙값 변동 띠에 대해 S20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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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추출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 점그래프를 한데 모

아 비교해보게 하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에 대한 교수실험 

결과는 <표 Ⅳ-13>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에서 자료가 집중되

는 공통 범위나 중심 측도에 주목하였다. 한편,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표본들마다 분포는 모두 다르다거나 모두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는 응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표 Ⅳ-14>는 몇몇의 연구참

여자들이 크기 30인 여러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을 크기 15인 여러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Ⅳ-14> 커진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대표적인 웅답 유형 명수

 자료가 집중되는 구간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3

 덜 극단적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다. 2

 분포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1

 비슷한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1

 분산이 더 줄어든다. 1

 표본들마다 더욱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1

<표 Ⅳ-13> 표본 점그래프 나열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대표적인 웅답 유형      

 모든 그래프는 자료가 몰리는 범위가 비슷하다. 14 13

 표본들이 대략 160cm주변에 몰려 있다. 6 6

 표본들마다 분포가 모두 다르다. 2 2

 모두 다르지만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2 1

 무응답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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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크기가 15인 표본에 비해 크기가 30인 

표본은 더욱 뚜렷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이 수업 활동을 

통해 크기가 큰 표본일수록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

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한 연구참여자는 표본의 크기가 15에서 30

으로 증가한 경우 표본들 사이에 더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는 응답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표 Ⅳ-15>는 사전・사후검사의 과제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응답

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사전검사 결과,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표본을 이용하여 모집단에 대한 

예측이나 일반화를 만들 수 없다고 언급한 반면,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표본의 크기가 작더라도 이를 통해 모집단에 대한 

예측이나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첫 번째 수업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를 한데 모아 비교하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해보는 

경험을 통해 작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예측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인식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표 Ⅳ-15> 연구참여자들의 사전・사후 SKTi-GP의 비교

과제
(사전/사후) 응답 사전 사후

1

․   인 표본 점그래프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25 27

․ 모집단을 예측하기에   는 너무 작다. 2 0

2.2 / 2.1

․ 두 자료집합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으로 일반화

  - 일반화 가능함 18 27

  - 모집단에 비해 표본(  )의 크기가 너무 작아 

일반화할 수 없음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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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S3는 사전검사의 과제1에서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에 비해 너

무 작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Ⅳ-45]은 S3가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크기가 

15인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을 보고 알 수 있는 특징을 

작성한 것을 보여준다. 

이 응답으로부터 S3는 크기가 작은 표본은 편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 반복 표집

을 통해 추출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는 모두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크

기 15인 표본을 이용하여 모집단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

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S3가 첫 번째 수업의 결론 단계에서 제시한 응답

으로부터 더욱 강화된다([그림 Ⅳ-46] 참조). 즉, 그는 크기가 작은 표본이

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반복 추출한 표본 결과들은 서

로 비슷하기 때문에 주어진 작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Ⅳ-46] 결론 단계에서 S3가 제시한 응답

[그림 Ⅳ-45] 표본 점그래프의 나열에 대해 S3가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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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의 사전조사 결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 자

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예측하고 일반화할 때 다른 표본

이 추출되는 상황을 잘 고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를 한데 모아 비

교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진 한 개의 표본을 볼 때 다른 표본이 

추출되는 무작위 과정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작은 표본에 근거하여 도출한 추리는 다소 불확

실하다는 한계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표 Ⅳ-16>는 사전검사 과제1의 하위 질문(이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

들의 키는 대략 얼마일까?)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응답과 첫 번째 

수업의 통계적 질문(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는 대략 얼마인가?)에 대

해 그들이 제시한 결론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하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연구참여자들

의 응답 방식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부분

의 연구참여자들은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한 이후에도 주어진 표본으로부

터 모집단의 중심 측도를 추정할 때 하나의 값을 제시하며 다소 결정론

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내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중심 측도

를 모평균(또는 모중앙값)을 포함할 것이라 기대되는 구간으로 추정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 대해 추리의 불확실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

하였다. 

소위 모수에 대한 점추정은 모수의 참값과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크고 작은 오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모수의 참값은 모종의 구간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표 Ⅳ-16> 과제1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응답 방식 사전
검사

교수
실험

“160cm”, “대략 160cm”, “160cm 정도”와 같이 모평균을 한 값으로 추정 20 17

“평균은 대략 155cm~160cm”와 같이 구간으로 추정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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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집단의 중심 측도를 하나의 값보다 모종의 구간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한 개 표본

에 근거하여 모집단의 중심을 예측할 때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전략은 

구간을 이용하는 전략보다 결정론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전략에 비해 구간으로 추정하는 전

략은 모집단의 중심 측도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결과들을 한데 모아 

비교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 표본들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보다 일정한 경

향성에 더욱 주목하는 것 같다. 이에 따라 그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

위로 추출된 표본들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주어진 한 개의 표본으로부

터 모집단에 대해 예측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화하는 것 같

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한 개의 표본을 볼 때 동일한 조건의 

다른 표본이 추출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더라도 이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작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추리의 한계를 인식시

키기 위해 여러 가지 표본 결과를 한데 모아 비교하는 활동을 설계할 때 

표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경향성(신호)보다 변이성(소음)에 더욱 

주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5. SKTi-AP : 전체적 속성 및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는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과제1을 다룰 때 

주어진 표본 분포의 중심(가운데 다수 및 평균)을 이용하여 모집단 분포

를 예측한 반면, 두 표본을 비교할 때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극단적인 

값(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사용하여 추론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 설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

로 추출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분포 및 표본 통계량을 한데 모은 다

음 모집단 분포와 비교하고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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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살펴보게 하면 표본 분포의 중심 및 분산은 모집단 분포의 중심 및 

분산을 나타내는 안정적인 신호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예상하였

다. 이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해 예측

하거나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표본 분포의 안정적인 속성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표 Ⅳ-17>는 사전・사후검사 각각에서 과제1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많은 연

구참여자들이 모집단 분포를 예측할 때 주어진 표본 분포의 중심 측도 및 형

태와 같이 전체적이고 안정적인 속성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8>는 사후검사에서 두 표본 비교 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들

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사전검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두 표본 비교 과제를 다룰 때 과제의 맥락 및 

주어진 두 표본 각각의 분포에 따라 완전히 다른 비교 전략을 사용하여 

추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후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연구참

여자들은 사전검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교 전략(겹침, 표집, 비

형식적 신뢰구간)을 사용하고 과제의 맥락 및 다른 두 표본 분포의 조건

에 상관없이 동일한 응답 유형을 거의 같은 비율로 제시하였다.  

<표 Ⅳ-17> 사전・사후검사의 과제1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과제 응답 사전 사후

1 ․   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 분포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도구

 - 중심 측도(평균 또는 중앙값) 7 17

 - 가운데 다수 자료 14 10

 - 자료 더미(두 개 이상) 4 0

 - 퍼짐(최댓값 또는 최솟값) 9 1

 - 분포의 형태 7 17

 - 비율적 접근 2 0



- 221 -

사후검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비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두 표본 분포의 중심 측도(중앙값)

<표 Ⅳ-18> 사후검사의 과제2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과제 응답 명수

2.1 ․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도구

 - 중앙값 4

 - 중앙값 + 이동 3

 - 중앙값 + 상자의 퍼짐 1

 - 중앙값 + 상자의 겹침 10

 -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요약값 7

 - 비형식적 신뢰구간 3

 - 표집 8

2.2  - 중앙값 2

 - 중앙값 + 이동 8

 - 중앙값 + 상자의 겹침 9

 -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요약값 7

 - 비형식적 신뢰구간 5

 - 표집 10

2.3  - 중앙값 5

 - 중앙값 + 이동 1

 - 중앙값 + 상자의 퍼짐 1

 - 중앙값 + 상자의 겹침 12

 - 상자의 퍼짐 + 겹침 1

 -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요약값 4

 - 동일하지 않은 요약값 2

 - 비형식적 신뢰구간 6

 - 표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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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추가적인 비교 전략(겹침, 이동, 표집)을 결합시켜 두 모집단

에 대한 비교를 논증하였다. 특히,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 상자그

림에서 상자가 겹치는 정도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그림 Ⅳ-47]은 한 연

구참여자(S25)가 사후검사의 과제2.1에서 두 표본 분포의 중앙값과 두 표

본 상자의 겹침에 근거하여 두 모집단의 비교를 논증한 사례를 보여준다. 

S25의 응답에 따르면, 두 표본 분포의 중앙값이 비슷하고 두 상자가 

많이 겹치는 경우 두 모집단 각각에서 동일한 조건의 다른 표본을 추출

하여 비교할 때 이전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즉, S25가 사용

한 비교 전략은 표집에 대한 추론에 기반하고 있고, 주어진 두 표본의 

비교에서 나온 증거의 세기를 평가하고 있다.  

사후검사의 과제2.2에서는 다른 두 과제와 달리 주어진 두 표본 분포의 

중앙값과 위치의 이동(Pfannkuch, 2006b)을 결합시켜 비교 추론하는 전략

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그림 Ⅳ-48]은 한 연구참여자가 이 전략을 사용

하여 비교 추론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Ⅳ-47] 사후검사의 과제2.1에서 S25가 제시한 응답

[그림 Ⅳ-48] 사후검사의 과제2.2에서 S2가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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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사의 과제2.2에서 주어진 두 표본 상자그림의 형태는 매우 유사

하고 한 분포가 다른 분포보다 높은 쪽으로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

략이 특별히 많이 사용된 것 같다. 또한, 사후검사에서 일부 연구참여자

들은 두 표본 비교 과제를 다룰 때 세 번째 수업 활동에서 구성한 비형

식적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비교 추리하였다. 예컨대, [그림 Ⅳ-49]은 한 

연구참여자가 사후검사의 과제2.3에 대해 제시한 응답을 보여준다. 

S10은 주어진 두 표본의 중심 측도(평균, 중앙값)를 비교하고 각 표본 

상자그림 위에 표본 중앙값을 중심으로 비형식적 신뢰구간 이미지를 표

시한 다음, 한 집단의 비형식적 신뢰구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작은 쪽에 

치우쳐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스마트 폰을 소지한 학생들(예 집단)은 그

렇지 않은 학생들(아니오 집단)보다 “짧은 잠을 잔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S10이 주어진 표본 상자그림 위에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표시할 때, 그 

이면에 깔린 배경지식을 세 번째 수업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세 번째 수업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본

(  )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분포([그림 Ⅳ-25])에서 “거의 모든” 표본 중

앙값들이 포함되는 가장 짧은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한 모둠에서 일어난 대화의 일부이다.  

[그림 Ⅳ-49] 사후검사의 과제2.3에서 S10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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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거의 모든 표본 중앙값들이 포함되는 가장 짧은 구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여 양쪽을 5%씩 제외시킨 다음, 

나머지 90%의 표본 중앙값들이 포함되는 구간의 길이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 길이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양쪽 5%를 제외시켰을 때 원래 

구간의 길이보다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어든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였다. 

S20: 거의 모든 표본 중앙값들이 포함되는 가장 짧은 길이~

S10: 근까 중앙값의 범위겠지?

S20: 그치. 그 범위겠지. 

S10: 그 길이가.

S20: (마우스로 컴퓨터 화면을 이리저리 살펴본 다음)이 만큼인가?

S7: ‘거의 모든’이라 했으니까. 양쪽을 약간 제외시켜야 되지 않을까?

...

연구자: 여러분들, ‘거의 모든’이라는 말이 애매하죠?

모두: 네.

연구자: 거의 모든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것 같은데.. ○

○○ 검색창에 “거의 모두”라는 용어를 검색해보세요.

S20: (핸드폰으로 검색하며)내가 해볼게.

연구자: 거의 모두로 검색했을 때 사전에서 무슨 의미로 설명하고 있죠? 

S20: 열에 아홉!

연구자: 열에 아홉. 열에 아홉은 무얼 말하죠?

모두: 90%

연구자: 그래서 거의 모든의 사전적 의미는 열에 아홉. 90%정도 된다!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S10:　그럼. 900개 정도. 900개가 포함되는..

S6: 아니, 그거 떼는데 어떻게..(안 들림)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

S3: 그러니까. 신기하다.

S18:　...(안 들림) 길이가 확 줄어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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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본의 크기를 30에서 

100으로 증가시켰을 때 표본(  )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분포에서 양

쪽 5%씩 제외시킨 구간의 길이가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의 약 이 된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표본 중앙

값의 경험적 표집분포에서 양쪽 5%씩 제외시킴으로써 표본 중앙값들이 

집중되는 훨씬 더 좁은 구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쪽 5%씩 제외시킨 표본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분포의 구간

의 길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전체 논의를 이어나갔다. 

연구참여자들은 크기가 30인 무작위 표본을 하나 추출하였을 때, 이 

표본의 중앙값이 양쪽 5%씩 제외시킨 표본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분포의 

구간에 포함될 확률은 90%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다음, 본 연

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반복 추출한 무수

히 많은 표본 상자그림 각각에 대해 그 중앙값을 중심으로 동일한 크기

의 구간([그림 Ⅳ-26] 참조)을 만들 때 거의 모든 구간들이 주어진 모집

단의 중앙값을 포함하는 가장 짧은 구간(즉,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

형식적 신뢰구간)의 너비를 구해보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서.. (모집단을 가리키며)여기 있는 거에서 30개를 뽑습니다. 30개를 

임의로 뽑아서 그 30개 자료에 대한 중앙값을 구했습니다. 그 중앙

값이 이 구간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죠?

S6: 90.. 90%

연구자: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다같이: 90%.

연구자: 90%가 되겠죠.

연구자: 크기가 30인 표본을 하나 뽑아서 그 중앙값을 구해서 중앙값이 얼

마가 될지를 생각할 때, 예상할 때요. 이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 확

률은 90%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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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이전 활동에서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여 모

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제시할 수 있었다. 예컨대, S10

은 이 과제에 대해 [그림 Ⅳ-50]과 같은 응답을 제시하였다. 

그는 표본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분포가 모집단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과 이 분포의 90% 범위와 모집단의 사분위수

범위사이의 관계를 활용하여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

의 너비를 구하였다.  

그다음,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표본(  ) 상자그림을 하

나 제시한 다음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반복 추출된 무수히 많은 표

본들을 고려하였을 때 각 표본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만든 모종의 크기의 

구간들 중 대략 90%가 모집단의 중앙값을 포함하도록 구간의 폭을 추정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이전 과제와 달리 모집단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주어진 표본 상자그림으로부터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를 추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어

진 표본의 사분위수범위가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

하고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

[그림 Ⅳ-50] 비형식적 신뢰구간에 대해 S10이 제시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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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림 Ⅳ-51]은 S10이 주어진 표본 상자그림으로부터 모집단의 중앙

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추정한 그림과 그 이유에 대해 제시한 

응답을 보여준다. S10이 제시한 응답을 통해 주어진 표본 사분위수범위

가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그는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 반복 추출한 수많은 표본 중앙값들

이 모집단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특성이 표본 제1,3사

분위수 각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로부터 주어

진 표본의 제1,3사분위수는 각각 모집단의 제1,3사분위수와 비슷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는 주어진 표본의 사분위수범위

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다음,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두 모집단에서 분명한 차이

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두 표본 상자그림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

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제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나름대로 적절한 비교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전 활동에서 

구성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 예컨대, S10은 이 과제에 대해 

[그림 Ⅳ-52]과 같은 응답을 제시하였다. 

[그림 Ⅳ-51] 비형식적 신뢰구간 추정에 대한 S10의 응답



- 228 -

S10이 처음에 생각한 비교 결정 기준은 “한 집단의 표본 중앙값이 다

른 집단의 표본 제3사분위수보다 크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경향

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비교 결정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여 한 집

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이 다른 집단의 그것과 겹치지 않

으면(S10은 이를 “표본 중앙값 변동 띠의 폭이 90%이상 크고 작음”이라

고 작성함)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경향이 있다는 결정을 확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으로부터, 사후검사의 과제2.3에서 S10이 사용한 비형식적 신뢰구

간 전략을 뒷받침하는 배경지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크기가 30일 때 양쪽 5%씩 제외시킨 표본 중앙값의 변동 폭은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의 절반과 같다. 둘째, 주어진 표본의 사분위수범위는 모집

단의 사분위수범위의 추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의 폭은 주어진 표본 사분위수범위의 절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

간이 다른 집단의 그것과 겹치지 않으면 두 집단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결정을 대략 90%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 

요컨대, 두 표본 비교 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

펴본 결과,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본 자료의 전체적 속성

을 사용하여 비교 추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Ⅳ-52]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이용한 비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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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사 결과로부터 사전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요 추론 전략으로 

겹침, 이동 및 표집 요소(Pfannkuch, 2006b)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사후검사 결과로부터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추리를 뒷

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할 때 주어진 표본 분포의 몇 가지 측면을 결

합시켜 추론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

한 응답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진 작은 표본 점그래프로부

터 큰 표본 및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하는 과제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들은 주어진 표본의 중심 측도와 분포의 형태를 결합시켜 추론할 수 있

었다. 또한, 두 표본을 비교하는 과제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본 상자그림의 중앙값과 상자의 너비(사분위수범위)를 결합시켜 비교 

추론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수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

했을 때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본 자료의 중심 및 퍼짐을 결합

시켜 추론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6. SKTi-CK : 맥락적 지식의 통합

본 연구에서는 실제 맥락과 관련된 통계적 질문에 대해 예상하고 논의

해볼 기회를 제공하면 이 맥락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이후 통계적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봄으로써 통계적 지식과 맥

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수업에서 주어진 통계적 질문에 대해 대충 예상해

보는 과제를 주었을 때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하나의 값으로 응답하

였다([그림 Ⅳ-53] 참조). 

이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은 수많은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속성을 대

략적으로 예상할 때 집단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의 값을 이용한다는 사실

[그림 Ⅳ-53] 통계적 질문에 대해 S1이 제시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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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대한 그들의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은 통계적 질문에 대한 각자의 예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대화의 

일부이다.  

이 대화 내용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이 통계적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

할 때 중학교 1학년의 평균 키를 생각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연구참

여자들은 주어진 통계적 질문 형식에 대해 평균을 이용하여 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첫 번째 수업의 자료분석 단계에서 표집 시뮬레이션 활동을 바

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예측할 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료

가 집중된 가운데 구간을 이용하였다. 예컨대, [그림 Ⅳ-54]은 한 연구참

여자가 표집 시뮬레이션 활동에 참여한 이후 모집단에 대해 예측한 결과

(“155~160cm 사이에 가장 많을 것이다”)를 보여준다. 

연구자: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생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중학교 1학

년 학생들의 키는 대략 얼마일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모두: 평균..

연구자: 왜 평균을 내죠? 

S6: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값이 평균이니까…

[그림 Ⅳ-54] 모집단 분포에 대해 S14가 제시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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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첫 번째 수업의 결론 단계에서는 자료분석 단계에서 얻은 정

보로부터 결론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게 하였다. [그림 Ⅳ

-55]은 S14가 제시한 결론과 그 이유를 보여준다.

S14는 자료분석 단계에서 모집단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자료가 집중된 

가운데 구간에 주목한 반면, 결론 단계에서는 처음 통계적 질문으로 다

시 돌아가 전체를 요약하는 값으로 “자료가 가장 몰려있는 부분의 중간”

을 이용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S14가 통계

적 지식(자료가 집중된 구간으로 모집단 분포를 예측)에 맥락적 지식(주

어진 통계적 질문에 대한 답은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결합시켜 보다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문제 단계에서 통계

적 질문에 대한 예상해보기 과제는 연구참여자들의 맥락적 지식을 확인

할 수 있게 하고,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질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과제는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결합시켜 추론하도록 지

원한다고 판단하였다.   

4. 논의

이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이론적으로 도출한 SKTi를 바탕으로 한 집

단의 예비초등교사들을 사례로 선정하여 그들의 사전 SKTi를 조사하고 

보완할 측면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참여자들이 개발할 필

[그림 Ⅳ-55] 통계적 질문에 대해 S14가 제시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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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는 SKTi를 8가지 학습목표로 구체화하고, 각각의 학습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수업을 설계한 다음 사전조사와 동일한 연구참여자들을 대

상으로 교수실험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SKTi별로 교

수실험 및 사후검사 결과를 요약한다. 

SKTi-GP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학습목표는 주어진 자료의 기술

을 넘어서는 주장(일반화)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검

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사전검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수업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SKTi-GP가 발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검사에서 소수의 연구참여자

들은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표본을 이용하여 모집단을 

예측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본의 크기(   )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이를 토대로 모집단을 예측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검사의 두 집단 비교 과제에서 한두 명의 연구참여자들만 추리적 추

론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반면, 사후검사에서 대략 절반의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자료의 기술에서 추리적 추론으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KTi-PL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학습목표는 추리의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들이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중심 측도를 예측하거나 일반화할 

때 한 값이 아닌 구간으로 추정하는 경우 추리의 불확실성을 암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첫 번째 수업 활동에 참여한 후 6명의 연구

참여자는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는 대략 얼마인가?”라는 통계적 

질문에 대해 주어진 표본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중심 측도(평균 또는 중

앙값)를 포함할 것이라 예상되는 구간을 응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문제 단계의 예상해보기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하나의 수 값(평균 또는 중앙값)으로만 제시한 응답과 대조

된다. 게다가, 사전검사에서 아무도 이러한 유형의 응답을 제시하지 않았

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통계적 질문에 답할 때 모집단의 중심 위치를 예측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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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직관적 신뢰구간을 사용하게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후검사 결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을 비교할 때 사전검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교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을 비교할 때 세 번째 수

업에서 자신들이 구성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한편, 모든 연

구참여자들은 두 표본에 대한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 간에 차이를 결정하

는데 주의를 기울인 반면,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확률 추정

치로 표현하진 못했다.

SKTi-SV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학습목표는 표집변이성을 인식하

고 표집변이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참여자들이 이 학습목표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사전검사의 과제1에서 비율적 접근을 사용한 

몇몇의 연구참여자들이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한 이후 표집변이성을 인식

하게 됨에 따라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 분포를 매끄러운 종 모양으

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어진   인 표본으로부터   인 

표본을 예측하는 사후검사 과제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표집변이

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크기가 작은 표본(  ) 

점그래프를 이용하여 크기가 두 배만큼 커진 표본 점그래프를 예측할 때 

비율적 접근 대신 원래 점그래프의 점들 사이의 틈을 메워 보다 매끄럽

게 하는 동시에 가운데 다수 자료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또한,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에 참여한 이후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 분

포와 표본 통계량의 분포 사이의 관계 및 표본의 크기 효과를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표본(  ) 중앙값의 변동 띠의 

위치와 폭을 결정하는 요인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많은 연구참여

자들은 “이 띠의 위치는 모집단의 중앙값에 의해 결정되고, 그 폭은 표

본의 크기 및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

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연

구참여자들이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표본을 볼 때 무작위 표집 과정 및 표본 통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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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분포를 상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어진 한 개의 표본 분포로부터 

모집단 분포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표집변이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음을 뒷

받침해준다. 

SKTi-DE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학습목표는 추리를 위한 증거로

서 작은 표본의 역할 및 한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

구의 사전검사에서 주어진 작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예측하고 일반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이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하는 동

안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예상보다 크게 편

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작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모집단을 예측하고 일반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한 이후에도 주

어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중심 측도를 추정할 때 하나의 값을 제시하

며 다소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내보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한 개의 표본을 볼 때 동일한 조건의 다른 표본이 추출되는 상황

을 상상할 수 있더라도 이들 사이의 차이(변이성)에 주목하지 못하기 때

문에 추리의 한계(불확실성)를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SKTi-AP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학습목표는 추리를 할 때 전체적

이고 안정적인 기술통계량을 사용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사후검사에서 훨씬 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본 자료의 

전체적인 속성을 사용하여 추론하고 두 표본을 비교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을 비교할 때 주어진 두 

표본의 중심 측도(평균, 중앙값)와 더불어 추가적인 비교 전략(겹침, 이

동, 표집)을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세 

번째 수업에서 자신들이 구성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두 집단

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수업에 참여한 

이후 자신의 추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증거를 제시할 때 전체적이고 

안정적인 속성을 사용하고 주어진 표본 분포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결합시

켜 추론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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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i-CK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학습목표는 통계적 지식과 맥락

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

째 수업은 연구참여자들이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때, 문제 단계에서 통계적 질문에 대해 예상해보는 

활동은 주어진 과제의 맥락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신념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결론 단계에서는 동일한 통계적 질문에 대해 

자료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게 하였

다. 결론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결론 및 그 이유를 문제 단계

의 예상해보기에 비추어 본 결과,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하여 추론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문제 단계에서 통계적 질문에 대

한 예상해보기 과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맥락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질문에 대한 

결론을 작성해보게 하는 과제는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결합시켜 

추론하도록 지원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예비초등교사의 SKTi 개발을 촉진시

키는 지도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본 연구의 사전검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료를 기술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이상으로 추리하는 것에 관

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에 참여한 이후, 

대략 절반 이상의 연구참여자들이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주어진 두 표본 

자료의 비교를 근거로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통계적 

질문의 답을 미리 예상해보고 통계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 및 자료 

수집 계획을 논의해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표본과 모집단의 구별을 인

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본 연구의 수업에서 모집단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한 ‘모집단 주머니’ 도구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De Vetten et al.(2018b)의 수업 설계에 대한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이

에 따라, 예비초등교사들에게 실제 맥락에서 구체적인 모집단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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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 상황과 함께 모집단과 표본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도

구(모집단 주머니)가 제공된다면 그들이 추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

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수실험 및 사후검사 결과로부터 많은 연구참여

자들이 표집변이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반복 추출되는 표집 과

정을 상상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표집분포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 표

집분포의 특성을 모집단 분포의 특성과 관련지어 고려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의 크기에 비해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은 편향될 가능성이 낮기 때

문에 이에 근거하여 모집단을 예측하고 일반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

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들이 표집을 직접 시뮬레이션해보고, 동일

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여러 가지 경우의 표본 점그래프를 한데 

모아 비교해보고, 표본 통계량의 경험적 표집분포와 모집단 분포를 비교

해보는 활동에서 비롯된 것 같다. 즉,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여러 가지 표본 결과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모집단의 모수의 참값을 중

심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에 따

라 주어진 표본 분포로부터 모집단 분포의 특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표집변이성에 대해 추론할 수 있게 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추리의 불확실성 수준을 확률 추정치로 표현해보

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그들이 ISI 과제를 다룰 때 배경지

식으로 가지고 있는 확률 지식을 자신의 추리에 적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비초등교사의 SKTi를 발달시키

기 위해 스스로 만든 추리의 불확실성의 수준을 확률 추정치로 표현해보

도록 유도하는 교수적 자원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예비초

등교사들이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얻은 추리의 불확실성에 대해 계량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 동일한 상황에서 추출된 여러 가지 경

우의 표본 결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경향(신호)뿐만 아니라 변

이성(소음)에 주목시킬 수 있는 지도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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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시뮬

레이션과 애니메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무작위 반복 표집 및 그 결과로 

생성된 경험적 표집분포를 탐구해봄으로써 표본의 중앙값이 모집단의 중

앙값을 중심으로 정규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과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 중앙값들의 범위의 폭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애니메이션 도구의 조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표본 중앙값들의 자취의 모임을 하나의 대상(표본 중앙값 변동 띠)으로 

다룰 수 있게 됨에 따라 표본 중앙값의 위치와 변동 폭을 결정하는 요인

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들은 표본 중앙값 변동 띠의 위치는 모

집단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띠의 폭

은 표본의 크기와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

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Pfannkuch의 표집변이성에 대한 사고틀에 비

추어 보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표본의 크기 효과를 인식하고, 무작

위 과정의 개념을 습득하며, 무작위 반복 표집의 결과로 생성된 표본 통

계량의 분포를 고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결국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 

사이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초등교사들이 표본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

분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가설은 추리통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표본 통계량의 표집분포에 대한 형식적인 성질과 매우 유사하다. 

Peck et al.(2013)에 따르면, 크기가 인 무작위 표본이 평균 , 표준편차 

을 가진 모집단에서 선택된다면, 표본 평균 의 분포는 다음 세 가지 

성질을 갖는다.

1) 크기가 인 무작위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평균 는 모집단 평균 의 

값을 중심으로 몰려있다. 

2)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 평균   의 값이 표본마다 다를 확률이 낮아지

고 모집단 평균 의 값 주위에 더 조밀하게 밀집된다. 또, 표본 평균의 표

준편차는  이다. 즉, 표본 평균 의 표준편차는 표본의 크기 에 따

라 결정되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편차가 작아짐에 주목하자. 모표

준편차 는 대개 알 수 없으므로 공식에서 대신 표본에서 계산된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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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3) 모집단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표본 평균 의 분포 또한 정규적이

다. 모집단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 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의 분포는 대략 정규적이다. 모집단 분포가 지나치게 비

대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크기가 대략 30인 표본에서 얻은 표본 평균 

의 분포는 대략 정규적이다. (p.43)    

          

본 연구의 교수실험에서 다루어진 모집단의 매개변수(모집단의 중앙값,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와 표본 통계량(표본 중앙값, 표본 사분위수범위)

은 통계 이론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평균(모평균, 표본 평균) 및 표준

편차(모표준편차, 표본 표준편차)와 다르지만, 표본 중앙값의 분포와 모

집단의 분포 사이에 관계를 설명할 때 연구참여자들이 만든 가설은 위에

서 언급된 표본 평균의 분포와 모집단의 분포 사이의 관계와 매우 유사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교수실험에서 일부 연구참

여자들은 수많은 표본 중앙값들의 모임을 하나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게 

됨에 따라 통계 이론에서 핵심적인 표본 평균의 표준오차 공식  와 

유사한 구조(“이 띠의 폭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줄어들지만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에 비례한다”)를 인식할 수 있었다.   

넷째,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들은 표본의 

크기가 각각 30, 100인 경우에 대해 표본 중앙값의 경험적 표집분포에서 

양쪽 5%씩 제외시킨 범위의 길이를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와 관련시켜 

특정한 관계식을 만들어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의 

분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표본(  )이 하나 주어진 경우, ‘이 표본

은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표본 사분위수 

범위를 모집단 사분위수범위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추리통계에서 모평균에 대한 신

뢰구간을 추정할 때, 모표준편차 는 대개 알 수 없으므로 대신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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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산된 표본 표준편차 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일부 연구참여자들

은 본 연구의 교수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모집단 분포의 를 알지 못할 

때 통계 이론에서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방식대로 추론할 수 있었다. 특

히,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에서 표본 중앙값이 모집단의 중앙값을 중심

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표본 제1,3사분위수도 각각 

모집단 분포의 제1,3사분위수를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통찰한 연구참여자들이 표본 사분위수범위를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섯째, 경험적 표집분포를 모집단의 분포와 관련지어 탐색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

해보는 일련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이 자료의 중심 측도와 퍼짐을 통합

시켜 추론하도록 촉진시켰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사전검사

에서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하거나 일반화할 때 다

수의 자료가 몰린 가운데 구간을 이용하여 추론한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자료의 중심 측도와 퍼짐을 결합시켜 추론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두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의 비교를 

일반화할 때 주어진 자료의 중심과 퍼짐의 측도를 통합시켜 추론하게 되

었다. 즉,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자료를 구조와 변이성의 결합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수업에 참여하는 동

안 그들이 가진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결합시켜 추론한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많은 연구참여

자들은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하고 있음을 암시하

는 응답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연구참여자들이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정된 통계적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예상해본 다음 동료들과 논의해보

게 하는 과제는 연구참여자들이 가진 맥락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하

였다. 이후, 자료분석을 통해 얻은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처음 통계적 

질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결론 단계는 이 통계적 지식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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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적 지식에 비추어 반성해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극하였다.           



- 241 -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추리를 지도할 때 형식적 접근방식에 앞서 먼저 

비형식적인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동조

한다. 또한, ISI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보다 더 깊고 풍부한 통

계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

구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SKTi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비교사교육

에서 이를 개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탐색하고자하였

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통해 ISI의 의미 및 역사

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ISI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였다. Ⅲ

장에서는 수학교육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교사지식 이론을 바탕으로 

SKTi를 정의하고, Ⅱ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교수학적 분석을 통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SKTi를 구체화하였다. Ⅳ장에서는 한 집

단의 예비초등교사들을 사례로 선정한 다음, ISI 검사 도구를 통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SKTi는 어떤지를 검사하고, 어떤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계교육연구에

서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교수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

업을 설계한 다음, 사전조사와 동일한 예비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수

실험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통해 연구참

여자들의 SKTi가 발달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발달을 촉진시키는 

지도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

되는 결론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추리를 표본 자료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미지의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과정으로 정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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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형식적 통계적 추리(FSI)와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ISI)로 구분하

였다. 본 연구에서 FSI는 통계학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추정이나 가

설검정과 같이 형식적인 방법을 통해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

한 추측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과정을 의미하고, ISI는 형식적 방법

에 의지하는 대신 기술통계 및 확률 직관과 같은 사전지식에 의지하여 

주어진 표본 자료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나 결론을 논리정연하게 

이끌어내는 사고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ISI는 사고과정이라는 관점

에 따라 문헌 분석을 통해 ISI를 이루는 사고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위

해 필수적인 통계적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ISI의 사고 요소는 1)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는 주장(일반화)을 만드는 것, 2) 이 주장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 3)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4)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고려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하는 것, 5)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ISI를 위한 필수적인 통계적 개

념은 변이성및 분포와 같은 기술통계, 표본, 표집변이성, 경험적 표집분

포를 포함한다. 특히, ISI와 관련된 여러 통계적 개념들은 단편적이고 분

절적이기보다 서로 연결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I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토대로 교수학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변형적 관점의 6가지 SKTi를 도출하였다. 

  SKTi-GP. ISI는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어서 더 넓은 모집단에 대한 추측

이나 일반화를 도출하는 과정임을 인식한다.

  SKTi-PL. ISI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확률적 언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SKTi-SV. ISI의 불확실성은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SKTi-DE. ISI는 자료에서 얻은 증거로부터 뒷받침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SKTi-AP. ISI에서는 자료의 전체적 속성을 이용하고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SKTi-CK. ISI에서는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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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SKTi를 토대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SKTi를 확인하고 어떤 지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 논의하였다. 다음은, 이로부터 예비초등교사의 사전 SKTi에 대한 결

론을 제시한다.

첫째, 예비초등교사들은 ISI 과제를 다룰 때 주어진 자료의 기술을 넘

어서 더 넓은 모집단에 대한 주장을 만들어야 함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 결과, 대부분의 예비초등교사들은 주어진 두 표본을 

비교할 때 모집단의 맥락을 참조한다거나 다른 표본이 추출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주어진 두 자료집합을 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만 몰

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초등교사들이 추리가 필요한 때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 상황이 제공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초등교사들은 ISI 과제를 다룰 때 추리의 결과로 만들어진 

주장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직관적으로 확률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 결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으

로부터 더 큰 표본 및 모집단 분포를 예측할 때 비형식적인 확률적 언어

를 사용하여 불확실성을 표현하였다. 즉,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

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할 때 완전하고 확실한 주장은 불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비초등교사들이 두 

표본을 비교할 때 과제 맥락이 실제적이고 익숙할수록 불확실성의 언어

는 더욱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초

등교사들에게 추리에 대한 불확실성 언어를 발동시키기 위해 익숙한 맥

락 및 실제 자료를 다루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예비초등교사들은 주어진 두 표본 자료를 비교할 때 표집변이성

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 결과,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

들이 두 표본 자료를 비교할 때 표집변이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ISI로부터 만들어진 주장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확률적 언어

의 수준도 매우 초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

비초등교사들이 추리의 불확실성을 보다 세련된 확률적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우선 표집변이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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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예비초등교사들은 ISI 과제를 다룰 때 자신의 추리 결과를 뒷받

침하는 근거로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보다는 자료에 의지한다. 본 연구

의 사전조사 결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 자료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주

어진 표본 자료에서 얻은 정보와 개인적 경험이나 신념을 통합시켜 추리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할 때 

주어진 표본 자료를 너무 맹신하여 결정론적인 응답을 제시하거나 자신

의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부적절한 자료 증거를 근거로 삼아 추리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예비초등교사들은 두 표본 자료를 비교할 때 자료의 극단적인 

값에 주목하고 분포의 단일한 측면에만 주목하여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 결과,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두 표본을 비교할 

때 자료의 전체적 속성보다는 극단적인 자료값의 비교에 주목하고 자료

의 중심보다는 자료의 퍼짐에 주목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

은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분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시켜 추론하기보

다 단일한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예비초등교사들은 ISI 과제를 다룰 때 통계적 지식과 맥락

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한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 결과, 거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표본 자료로부터 모집단의 분포를 추측할 때 가운데

에 자료가 집중되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희박해질 것이라는 통계적 직관

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직관은 맥락적 지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키가 매우 큰 사람과 매우 작은 사람은 적고 평균 키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여 중학생의 키에 대한 모집단 분포

를 정규적인 모양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표

본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맥락적 지식과 

통합시켜 해석할 수 있었다. 예컨대,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표본 점그래프

에 나타나는 두 개의 자료 더미를 남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

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쌍봉 분포로 예측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ISI 과제를 다룰 때 과제 맥락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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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이고 익숙할수록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통합시켜 추론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결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이 보완할 필요가 있

는 SKTi를 확인한 다음, 이를 토대로 예비초등교사들의 SKTi 개발을 위

한 8가지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다음, 연구참여자들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학습경로 및 교수적 자원을 참조하여 수업

을 설계한 후 교수실험을 수행하고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교수실험 및 

사후검사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초등

교사들의 SKTi가 어떤 측면에서 발달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지도방

법이 이를 지원하는지 논의하였다. 다음은, 이로부터 예비초등교사의 

SKTi 개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실제 맥락의 구체적인 모집단을 조사해보는 활동은 예비초등교

사의 SKTi-GP 개발을 촉진시킨다. 본 연구의 교수실험을 분석해본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통계적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주어진 통계적 

질문의 답을 예상하고 통계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 및 자료수집 계

획을 논의해보면서 자연스럽게 표본과 모집단을 구별하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수업에서 실제 맥락의 모집단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한 ‘모

집단 주머니’ 도구는 이를 더욱 촉진시켰다. 실제로, 이 도구는 표본과 

모집단을 구체화하고 시각화하여 표본과 모집단을 분명히 구별하게 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며, 무작위 표집이 적절한 표집방법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둘째, 일련의 표집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한 탐색적 자료분석 활동은 

예비초등교사의 SKTi-SV 개발을 촉진시킨다. 본 연구의 교수실험을 분

석해본 결과,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이 활동으로부터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을 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표본이 반복 추출되는 무작위 과정을 상상하고, 그 결과로 생

성되는 표집분포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 표집분포의 특성을 모집단 분

포의 특성과 관련지어 고려하며, 표본의 크기 효과를 인식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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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표집 행동 시뮬레이션을 역동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애니메이션 도구는 무수히 많은 반복 표집 과정과 그 결과로 

생성되는 경험적 표집분포를 시각화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스토캐스틱 

과정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결론 단계에서 모집단의 평균(또는 중앙

값)을 예측할 때 자신의 결론에 대한 불확실성을 직관적 신뢰구간의 형

식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의 비교로부

터 두 모집단 간에 차이를 결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인 반면,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한 신뢰수준을 표현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표집변이성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적 개념들을 서로 관련지어 

사고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추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

달하는 확률적 언어의 수준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의 발달이 추리의 불확실성에 대한 확률적 

언어 수준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셋째, 표집을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는 활동은 예비초등교사의 

SKTi-DE 개발을 촉진시킨다. 통계적 추리를 위한 필수 이해로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더라도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을 사용하면 어

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낸다는 점과 모집단의 크기에 대한 표본의 

크기의 비율은 통계적 추정의 정확도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

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교수실험을 분석해본 결

과,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표집을 시뮬레이션해보는 

활동은 표집변이성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표집변이성의 원

리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사전조

사에서 주어진 표본(  )이 너무 작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포로 일반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표본

의 크기가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예상보다 크게 편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에 비

해 작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하고 일반화할 수 있음

을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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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험적 표집분포에 대한 탐색적 자료분석 활동은 예비초등교사

들의 SKTi-AP 개발을 촉진시킨다. 본 연구의 교수실험을 분석해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본 수업에서 제공한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본 통계

량(표본 중앙값, 표본 제1,3사분위수)의 경험적 표집분포를 시각화하고, 

이를 모집단 분포와 비교하고, 두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만들

며,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해봄으로써 

표본 통계량의 표집분포의 일반적인 특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컨대, 본 

수업에 참여한 예비초등교사들은 표본의 중앙값이 모집단의 중앙값을 중

심으로 정규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과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 중앙

값들의 범위의 폭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표

본 중앙값들의 범위가 표본의 크기와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에 의해 결

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연구참여

자들은 표본 자료를 분석할 때 변동이 심한 통계량(최댓값, 최솟값, 범

위)보다 안정적인 통계량(중앙값, 제1,3사분위수)과 전체적인 분포 형태에 

주목하게 되었다. 실제로,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사후검

사에서 훨씬 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표본 자료의 안정적인 전체

적 속성을 사용하여 모집단을 예측하고 두 표본의 비교 결과를 두 모집

단으로 일반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해보는 활동은 예비초등교사의 

SKTi-AP 개발을 촉진시킨다. 본 연구의 교수실험을 분석해본 결과,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이전 수업에서 배운 표본 중앙값의 분포의 특성을 활용

하여 모집단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일

부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의 분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표본(  )이 

하나 주어진 경우,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표본의 사분위수범위를 모집단의 사분위수범위로 간주하고 이

를 통해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두 표본의 비교로부터 두 모집단 간에 차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보게 하였을 때, 이

전 수업에서 자신들이 구성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새로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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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결정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사후검사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6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이 비교 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대략 절반의 연구참여자들은 두 표본의 

중앙값과 사분위수범위의 겹침을 검토하는 동시에 반복 표집 상황을 상

상하여 두 모집단 간에 차이 여부를 결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예비초등교사들은 자신의 추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증거를 제

시할 때 전체적이고 안정적인 기술통계량을 사용하고 주어진 표본 분포

의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문제 단계에서 통계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해 동료들끼리 논의해보는 활동은 예비초등

교사의 SKTi-CK 개발을 촉진시킨다. 본 연구의 교수실험을 분석해본 결

과, 연구참여자들이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의 문제 단계에서 통계적 질문

에 대해 예상하고 이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해봄으로써 이후 통계적 문

제해결 과정의 전반에 걸쳐 수시로 수업 활동 결과를 자신의 처음 예상

에 비추어 반성하는 모습을 나타내보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자료수

집 및 분석 단계를 거쳐 주어진 통계적 질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할 때 

자료분석을 통해 얻은 통계적 정보를 문제 상황과 관련된 맥락적 지식에 

비추어 반성해보면서 보다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시도

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의 사전검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Zieffler와 그의 동

료들이 제안한 세 가지 ISI 과제 유형 중 두 가지(모집단의 그래프 추측

하기,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나머지 한 유형의 

ISI 과제(대립하는 두 주장 중에서 결정하기)를 통해 예비초등교사의 사

전 SKTi가 어떤지, 그리고 보완할 측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예비초등교사의 

SKTi 개발을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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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

는 동안 자료수집을 직접 계획해보게 하면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

야 할 핵심 이슈로 적절한 표집방법과 표본의 크기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예상하였다. 교수실험을 분석해본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표집 전략은 대부분 편향되고, 표본의 크기도 일관성 없이 각양

각색이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제안한 자료수집 계획에 대해 특

별한 논쟁이나 합의 없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초등교사들은 표본을 선정할 때 적절한 표집방법 및 적당한 

표본의 크기에 대한 지식을 발달시키지 못하였다. 표본 선정과 관련하여 

예비초등교사의 SKTi를 개발시키기 위해 적절한 표집방법과 표본의 크

기 이슈에 대한 논쟁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게 하는 지도방법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비초등교사들이 표집변이성에 대한 사고를 개

발하면 자신의 추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확률적 언어가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교수실험 및 사후검사의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소수

의 연구참여자들은 ISI 과제를 다룰 때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직관적 

신뢰구간 또는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표집변이성에 대한 추론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리에 

대한 불확실성 언어의 수준을 발달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초등

교사의 SKTi-PL을 개발시키기 위해 추리에 대한 불확실성의 표현에 민

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지도방법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비초등교사들이 표본의 크기 효과에 대한 감각

을 구성하게 되면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로부터 도출한 추리는 더욱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사후검사에 대한 연

구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사전검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작은 표본(  )으로부터 모평균을 예측할 때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과 같이 다소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내

보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표본의 크기 효과를 지각할 수 있더라도 표

집변이성보다 대표성 전략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추리의 한계(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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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를 표현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초등교사들

이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도출한 추리의 한계(불확실성)를 분명히 인식하

게 하는 지도방법을 탐색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때,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여러 가지 표본들 사이에 존재

하는 일반적인 경향성뿐만 아니라 변이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구체

적인 지도방안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교수실험에서 예비초등교사들은 각자 뽑은 표본

(  )으로부터 고정된 모평균의 값을 추정할 때 자신의 추리가 불완전

한 표본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불확실한

지를 따져보지 않았다. 더욱이, 연구참여자들 각자 자료분석을 통해 제안

한 결론이 다소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결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예비초등교사들이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모평균의 값을 추측할 때 자신의 추리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확률 추정

치로 표현해보게 하는 과제를 설계하여 그 실제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교수실험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모집단의 중

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사후검사의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모수의 참값을 추정할 때는 아무도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적용하지 못한 반면,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는 

일부 연구참여자들이 이 방법을 불완전하게나마 적용할 수 있었다. 즉,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두 자료집합 각각에 대해 비형식적 신뢰구

간을 만들어 비교했을 때 이것들이 거의 겹치지 않기 때문에 두 모집단 

간에 분명 차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비형식적 신뢰구간 

전략을 사용하긴 하되 여전히 신뢰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신뢰수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

으킬 수 있는 지도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일한 모집단에서 각자 무작위로 추출한 적당한 크기의 표

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비형식적 신뢰구간을 만든 다음, 실

제 모집단 중앙값의 참값을 포함하는 경우의 비율을 확인해보게 하는 지

도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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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의 수업 설계에서 사용한 표본 통계량은 통계학에서 관

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아닌 중앙값과 사분위수범위

이다. 점그래프와 상자그림에 기반을 두고 설계한 수업을 통해 연구참여

자들이 학습한 지식을 다른 관습적인 그래프 표현(히스토그램)이나 표본 

통계량(평균, 표준편차)으로 자연스럽게 전이시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안한 Wild et 

al.(2011)는 상자그림을 사용한 애니메이션 도구를 다른 유형의 그래프에 

유사하게 적용하여 표집변이성을 시각화한 바 있다. 이 문제를 보다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 체계(중앙값, 사분위수범위, 상자그림)에서의 

학습 결과를 다른 체계(평균, 표준편차, 히스토그램)로 자연스럽게 연결

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지도방법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예비초등교사의 SKTi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

업은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의 ISI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특정 학습경

로 및 교수적 자원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초등교사의 

SKTi 개발 이슈에 대해 본 연구와 다른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설계의 

효과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맥락의 소규모 예비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을 다른 맥락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초등교사의 SKTi 개발 그 자체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ISI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PCK를 개발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이해로서 KDU의 의미가 담겨있다. 예비초등교사가 실제로 ISI

를 지도하기 위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SKTi

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SKTi를 토대로 교수학적으로 강력한 지

식을 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후속 연구의 문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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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ct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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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al inference is a process to derive conclusions about a population 

based upon data from a sample. However, statistical inference is a difficult 

concept to understand not only for students but also for teachers. In recent 

statistical education research, informal statistical inference(abbreviated as ISI) 

has been recognized as a preceding concept to help understand formal 

statistical inference. According to these studies, students need to experience 

repetitive and progressive learning about ISI from an early stage before 

learning formal statistical inference. In addition,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provided evidence that children can do ISI, provided they have interesting 

tasks and appropriate guidance from teachers.

  Until recently, studies related to ISI have focused on theoretically 

revealing the meaning and nature of ISI. Also, studies mainly have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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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xploring the factors that support the development of students’ ISI by 

empirically identifying informal inferential reasoning strategies students use 

in various levels. However, the research on teacher knowledge necessary to 

teach ISI is still very insufficient. 

  According to the researches on teacher knowledge, teachers should have 

content knowledge thoroughly because the knowledg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student's learning outcomes. In addition, teachers need to have a 

broader and deeper knowledge than the student will learn in order to 

effectively guide the subject. This discussion of teacher knowledge also 

applies to ISI.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at ‘statistical 

knowledge for teaching informal statistical inference’(abbreviated as SKTi) is, 

and explor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can promote development of 

this knowledge.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d various aspects of ISI 

through reviewing a large number of literature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teacher knowledge studies discussed in the field of 

mathematics and statistical educa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derived six SKTis from the transformative perspective through the 

pedagogical analysis method.

SKTi-GP. The teacher recognizes that ISI is a process of drawing conjecture or 

generalization of population beyond the data, without using formal 

statistical inference methods.

SKTi-PL. The teacher recognizes that probabilistic language is used to express the 

uncertainty of ISI.

SKTi-SV. The teacher understands that uncertainty in ISI is expressed through 

reasoning about sampling variability.

SKTi-DE. The teacher recognizes that ISI can be supported by evidence obtained 

from the data through prior knowledge instead of personal experiences 

and beliefs.

SKTi-AP. The teacher recognizes that the aggregate properties of the data are 

used, and the various aspects of the data are reasoned for the 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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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i-CK. The teacher recognizes that ISI makes inferences by integrating 

statistical knowledge and contextual knowledge.

  

In this study, a group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as 

selected, and their SKTi was examined using the ISI test tool proposed in 

the previous study. As a result, it hae been found that most of the 

participants focused only on comparing two sample data as they are and 

could not make claims about the two populations beyond the data. In 

addition, almost all participants did not recognize sampling variability when 

comparing the two data sets, but were able to intuitively express uncertainty 

about their inference. Also, almost all participants were able to reason with 

information from the sample data, rather than personal experiences or 

beliefs, to support their inference. However,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tended to pay attention to extreme values rather than the aggregate 

properties of data when comparing the two data sets and to make inferences 

based on a single aspect of comparative information. Finally, Many 

participants have been able to reason implicitly by combining statistical 

knowledge and contextual knowledge in solving ISI tasks. In particular, the 

more realistic and familiar the context of the task, the stronger the 

integration of knowledge from both sources.

In the next part of the study, a set of classes was designed for 

pre-service teachers based on the resources identified in the preceding 

studies to support the ISI. The participants were offered these classes and 

their changes in SKTi were studied by observing their responses to pre- and 

post- tests along with the classroom participations. As a result,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class activity to examine the specific population in the 

actual context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SKTi-GP. In addition, 

exploratory data analysis activities using sampling simulations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SKTi-SV. On the other hand, although many participants 

were able to consider sampling variability after participating i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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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they did not how changes in the level of probabilistic language 

that conveys uncertainty about their inference. In addition, the class activity 

of physically simulating sampling promoted the development of SKTi-DE of 

some pre-service teachers, but many participants still did not realize the 

necessity of conveying the limits of their inference as they relied on a 

representative heuristic rather than sampling variability. Next, exploratory 

data analysis of empirical sampling distribution and class activities that 

construct informal confidence intervals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SKTi-AP. Finally, the activity of predicting the answers to the statistical 

questions set in the phase of formulating problem during statistical problem 

solving process has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SKTi-CK.

  Keyword : Statistical Inference, Informal Statistical Inference, Statistical 

Knowledge for Teaching informal statistical inferenc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

  Student Number : 2015-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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