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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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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계적 소양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통계교육의 목적으

로 강조되고 있다. 통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통계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는 교사가 먼저 통계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통계적 추정과 가설검정

은 통계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필수적인 통계적 지식이고, 우리나라 중등 교

육과정에서는 그중에서 통계적 추정만을 가르친다. 통계적 추정 단원의 핵심

은 신뢰구간을 구해 모수에 대해 구간 추정을 하는 것이므로, 통계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사는 신뢰구간을 중심으로 통계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통계적 소양은 실세계 자료를 대할 때 필요한 능력이고 통계적

사고의 핵심은 통계적 영역과 맥락적 영역을 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우선 실생활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의 양상을 파악하여 이를

위한 통계적 소양을 탐구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이러한 통계

적 소양을 갖추었는지 교수 지식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실생활 자료 조사에

서는 크게 대중매체 자료와 관공서 자료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양상(추정 모수의 유형, 관련 용어, 신뢰구간 표현

방식 등)을 조사한다. 예비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실생활 자료 분석 결과

와 선행연구에서 마련한 통계적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행동 목표를 바탕으

로 하여 실생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와 관련한 신뢰구간 지식, 통계적 추론

등을 묻는다. 연구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와 언론 자료에서 모비율 추정

의 빈도가 모평균 추정의 빈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신뢰도’라는 용어보다 ‘신

뢰수준’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등장했으며,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표본오

차’와 그 유사어, 그리고 ‘표준오차’가 자주 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예비교사들이 갖춰야 할 신뢰구간 관련 통계적 소양은 ‘다양한 맥락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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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통계 자료에서 모평균 및 모비율에 대한 신뢰구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맥락에서 신뢰구간과 관련된 여러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는 통계 자료

에서 표본오차를 포함한 신뢰구간의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

다.’이다. 실생활의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는 통계 양상과 위의 소양을 반영하

여 예비교사들에게 관련 통계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모비

율의 추정에서 요소들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예비교사가 많았고,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신뢰

구간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낮았으며, 이로 인해 신뢰구간을 바탕으로 두

모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는 통계적 추론 능력이 높지 않았

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예비교사가 모비율의 추정을 교육과정에서 다시

다루는 것과 실생활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용어를 함께 다루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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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적 소양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능력

으로 주목받아 최근 여러 국가에서 통계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교육부, 2015; NCTM, 2000). 통계적 소양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

나게 되는 통계 정보나 통계적 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harma, 2017). Gal(2002)에 따르면 통계적 소양은 다양

한 맥락에서 접하는 통계 정보나 자료와 관련된 주장 또는 확률 통계적 현상

들을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통계 정보를 토론하고 의사소통

하는 능력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통계적 소양은 지식 요소와 성향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지식 요소는 기본 소양, 통계적 지식,

수학적 지식, 맥락적 지식, 비판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향 요소는

비판적 자세와 신념 및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Gal(2002)

은 통계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통계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통계

적 지식 중 하나로 통계적 추정(statistical estimation)을 강조하였다.

통계적 추정이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정

보, 즉 모수를 추측하는 것이다(최민정 외, 2016). 통계적 추정은 점 추정

(point estimation)과 구간 추정(interval estimation)으로 구분되는데, 점 추정

은 어떤 모수의 값에 대하여 하나의 값을 특정하여 추정하는 것을 말하고,

구간 추정은 모수에 대하여 그럴 법한 값들의 구간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점 추정은 추측의 정확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구간 추정은 신뢰수준(신뢰도)과 같은 추측의 정확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 구간 추정의 방법 중 신뢰구간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측정

치의 신뢰수준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모수에 대한 구간 추정치이고, 구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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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신뢰수준은 동일한 모집단에서 아주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구간 추정

을 하였을 때 이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가능성(probability)이다(Bluman,

2011).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개념은 신

뢰구간이다(교육부,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모평균과 모비율 각각

에 대한 신뢰구간을 다루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비율의 신뢰구

간을 제외하고 모평균의 신뢰구간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나 미디어

의 통계 정보 등에서는 모비율에 대한 신뢰구간을 자주 접하게 된다. 또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신뢰구간 관련 용어와 실생활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

간 관련 용어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자주 쉽게 접하는

신뢰구간이 등장하는 통계 자료 중 여론조사의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접하는 신뢰구간 관련 용어는 ‘표본오차’, ‘신뢰수준’, ‘표집오차’, ‘허용오차’,

‘표준오차’ 등이 있다. 고등학교의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는 ‘신뢰수준’ 대신

‘신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표본오차’, ‘표집오차’, ‘허용오차’, ‘표준오차’는

배우지 않는다. Pfannkuch & Wild(2004)는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의 통

합이 통계적 사고의 주요 요소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통계적 지식을 맥락적 지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Snell(2002)은 다양한 대충 매체에서 오해를 유발하는 그래프, 결함이 있는

통계 보고서, 문제가 있는 개연적 주장을 하기 위해 사용된 예 등과 같은 것

들을 사용하여 통계적 소양을 가르치고 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통계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통계적 추정

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실생활에서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현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신뢰구간의 유형과 관련 용어는 실생활에서

의 그 양상과 차이가 있으므로 통계적 소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그동안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사 지식으로 Ball et al.(2008)

이 제시한 MKT 모델을 많이 사용해왔다. 그러나 통계학과 수학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비 수학적인 부분이 강조된 통계 교수 지식(SKT) 모델이 등장

하였고, 탁병주(2017)는 통계적 소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헌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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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소양을 위한 통계 교수 지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교사는

지도하려는 통계적 개념의 학습에서 필요한 비결정론적, 맥락 의존적, 자료기

반적 사고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맥락적 지식과 통계적 지식을 바탕

으로 맥락적 영역과 통계적 영역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통계학에서 통계적 문제해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넷

째, 학습자가 통계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적 자세와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는 통계학의 유용성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

결과로 탁병주(2017)는 교사 또는 예비교사가 통계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통계적 소양 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예

비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았으므로, 실생활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의 양상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에게 통계적 소양 관련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분석하면 현재 교육과정과 실생활 자료에서 나

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양상의 차이가 통계적 소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교수 지식의 관점에서 예비교사를 위한 통

계적 소양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실생활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의 양상을

파악한다. Gal(2003)은 현대 사회의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의

출처는 매우 넓어서 대중매체가 아닌 통계 기관이나 연구 기관이 출처인 통

계적 정보들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행하는 대중매체의 자료를 대표하는 언론 자료, 그리고 통계 기관

과 연구 기관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관공서인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자

료를 대상으로 신뢰구간의 양상을 파악한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위해 사전

연구 검토를 통해 신뢰구간에 관한 통계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행동 목표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예비교

사들이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에 관한 통계적 소양과 교수 지식을 갖

추고 있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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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첫째, 실생활에서 접하는 매체와 공개자료 등에 포함된 신뢰구간과 관련된

통계적 정보의 양상은 어떠하며 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적 소양

은 무엇인가?

둘째, 매체와 공개자료 등에 포함된 신뢰구간과 관련된 통계적 정보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지식은 어떠한가?

3 연구의 한계점

첫째, 실생활에서 접하는 통계 자료가 특정 기간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자료와 언론 자료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결과

를 위해 다른 형태의 통계 자료를 포함하고 발행 기간을 더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교사의 교수 지식에 대한 설문 조사가 특정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그 수가 적으므로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비교사의 소재 대학을 여러 곳으로 확대하여

많은 수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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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통계적 소양

최근에 통계교육의 필요성이나 통계교육의 목적의 측면에서 통계적 소양

이 주목받고 있다. 이경화(2016)에 따르면 연구 주제 측면에서 국내에서 2010

년 전후로 통계적 추론, 통계적 소양과 같은 사고 요소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그 이후에 추론 및 이해 관련 통계교육 연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

다.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적 소양은 현대 정보화 사회의 불확실성을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라고 하

고 있다(교육부, 2015, p.35). Gal(2002)은 통계적 소양이 정보가 넘쳐나는 현

대 사회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이므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NCTM(2000)은 학생들이 중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미디어나 보도에서 나타나는 자료에 기초한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계적 소양을 가르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계적 소양을 정의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통계적 소양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었고, 이

는 통계적 사고나 통계적 추론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다(Ben-Zvi &

Garfield, 2004/2010).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자들은 SRTL 포럼에서

공통의 정의를 합의하였다. 결과적으로 통계적 소양은 통계 정보나 연구 결

과를 이해하는 데 이용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

능에는 자료를 조직하고,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자료를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통계적 소양에는 개념, 용어, 기호를 이

해하고 확률을 불확실성의 측도로 간주하는 것이 포함된다(Ben-Zvi &

Garfield, 2004/201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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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자들은 통계적 소양에 관한 연구를 위해 통계적 소양을 개념화

하고자 하였다. Gal(2002)은 산업 사회에 사는 성인이 갖추어야 할 통계적 소

양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통계적 소양이 다양한 맥락에서 접

하는 통계 정보나 자료와 관련된 주장, 또는 확률 통계적 현상들을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통계 정보를 토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두 가

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와 같은 통계적 소양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 지식과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통계적 소양이 지식 요소와 성향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지식 요소는 기본 소양, 통계적 지식, 수학적

지식, 맥락적 지식, 비판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향 요소는 비판적

자세와 신념 및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통계적 요소나 통계적 결과를

포함하는 실세계 정보를 이해 및 해석하고 이에 대해 반응할 수 있으려면 통

계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현재 통계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였

다.

위의 지식 요소 중 맥락적 지식은 통계적 소양과 관련이 매우 깊다.

Ko(2012)는 통계적 사고와 수학적 사고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 사고의 두드

러진 점으로 비결정론적 사고, 맥락 의존적 사고, 자료기반적 사고를 꼽았고,

Gal(2002)은 통계적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 맥락 내에서 통계적 소양과 관련된 사람들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

다. 결과적으로 통계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의 통합은 통계적 사고의 주요 요

소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통계적

지식을 맥락적 지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Pfannkuch & Wild, 2004). Wild

& Pfannkuch(1999)는 이와 같은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통계적 영역과

맥락적 영역 간의 상호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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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맥락적 영역과 통계적 영역 간의 상호 관계

(Wild & Pfannkuch, 1999, p. 228)

통계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오는 통계 정보들

을 접해야 하고, 교사는 수업을 위해 맥락이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Snell(2002)은 다양한 대충 매체에서 오해를 유발하는 그래프, 결함이 있는

통계 보고서, 문제가 있는 개연적 주장을 하기 위해 사용된 예 등과 같은 것

들을 사용하여 통계적 소양을 가르치고 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Gal(2003)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통계적 소양 교수 방법에 대해 비판

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통계적 지식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통계적 소양이 함

양될 것이라는 접근을 취하는데, 그는 핵심 기술들을 이해하고 연습해볼 기

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전이는 제한될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방

법은 Snell(2002)이 말한 것처럼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통계적으로 잘못된 예

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비판하게 하는 접근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통

계적으로 바람직한 정보는 도외시한 채 잘못된 정보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대중매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표되는 통계적 보고서나 통계적 정보를 이용

하지 않는 접근이라고 비판하였다. 비록 대중매체가 통계적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매개체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의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

의 출처는 매우 넓어서 대중매체가 아닌 통계 기관이나 연구 기관이 출처인

통계적 정보들도 다루어야 한다(Gal, 2003, p. 81).

Gal(2003)은 통계 기관에서 발행되는 생산물의 유형을 크게 지표

(indicator), 보도 자료, 행정부 요약문, 전체 보고서, 총 데이터로 분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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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Gal(2003)은 위의 유형 중 학생들의 통

계적 소양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맥락으로 보도 자료와 행정부

요약문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통계적 지식을 맥락적

지식과 결합하여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며,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행되는 통계적 정보를 맥락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표 1> 통계 기관에서 발행되는 생산물의 유형(Gal, 2003)

유형 설명

지표
(indicator)

사회적, 인간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조건을 반영하는 통계
요약(예: 1인당 소득, 국민 총생산량, 태아 사망률).

보도 자료
중요한 지표의 변화 또는 최근 연구에서 핵심 결과에 대해 매체에

알려주기 위한 짧은 요약문.

행정부
요약문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쓰지 않고 핵심 성과나 결론을 묘사하는

연구 요약문. 주로 정책 입안자를 위해 설계.

전체 보고서
행정부 요약문보다 긴 발행물. 긴 논의와 정교한 통계적 표와

그림, 연구의 방법론적, 기술적 양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

총 데이터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 변수나 지표에 대한

자세한 수치적 정보

통계적 소양이 통계교육의 목적이 되고 학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기 위해

서 통계적 소양의 요소와 평가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Gal(2002)이 정의한

통계적 소양의 개념과 통계적 소양의 구성 요소는 교육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적 소양을 가르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통계교육을 받으면서 통계적 소양이 어떻게 발

전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Watson(1997)은 통계적 소양을 대중매체

에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통계적 사고로 정의하였고, 대중매체

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통계적 사고를 평가하는 기준을 <표 2>와 같이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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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Watson(1997)의 통계적 소양 수준 체계

수준 개요

W1 수준 확률 · 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초적으로 이해

W2 수준 맥락 내에서 확률 · 통계적 언어와 개념을 이해

W3 수준 적절한 정당화 없이 제기된 주장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

이 기준에서 통계적 소양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은 맥락이다. 이는 앞에

서 맥락적 지식을 강조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Watson &

Callinham(2003)은 보다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의 맥락

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양상을 구체화하여 <표 3>과 같이 6개의 수준을 갖는

위계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표 3> Watson & Callingham(2003)의 통계적 소양 수준 체계(p. 14)

수준 개요

WC1 수준
· 부적절한(idiosyncratic) 수준

맥락을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용어를 모호하게 사용하며, 표를 읽거나 개수
를 하나하나 세는 기초적인 수학적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WC2 수준

· 비형식적인(informal) 수준
직관적이고 비 통계적인 믿음을 통해 맥락을 구어적이고 비형식적인 방식으

로 활용하며, 복잡한 개념과 상황에서 특정 요소 한 가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WC3 수준
· 비일관적인(inconsistent) 수준

맥락은 선택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식으로 활용되며, 결론에 대한 적절한 정
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WC4 수준

· 일관적이고 무비판적인(consistent and non-critical) 수준
맥락을 적절히 활용하지만, 맥락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그

래도 통계적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용어를 사용하며, 명확한 우연
상황에서는 변이를 인식한다. 또한, 평균과 확률을 계산하고 그래프를 제대

로 그리는 정도의 통계 기술을 보여준다.

WC5 수준

· 비판적인(critical) 수준
여러 맥락에서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용어 사용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변이도 정확히 인식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과제 수행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례추론과 같은 수학적인 기술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WC6 수준
· 비판적이고 수학적인(critical and mathematical) 수준
대중매체나 우연 맥락 내에서 특정한 비례추론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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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harma et al.(2011)은 Watson & Callinham(2003)의 여섯 단계의

통계적 소양 수준 체계를 <표 4>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이 체계는 통계적

사고의 수준이 상승하는 변화를 설명하기 더 쉽게 한다(Sharma, 2017).

<표 4> Sharma et al.(2011)의 통계적 소양 수준 체계

수준 개요

0-1
수준

· 비형식적이고 개인 특유의 수준
- 맥락과 연관이 거의 없거나, 종종 비 통계적인 생각과 신념을 반영한다.

- 읽기나 쓰기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 생각을 설명하지 못하고 종종 답을 추측한
다. 통계 용어에 대하여 학생들은 어림짐작하거나 부적합하게 설명한다. 추론할

때 가상의 이야기를 하거나 부적합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자료의 중심 또는
퍼짐을 설명하기 위해 주관적인 추론을 사용한다.

- 질문은 자료에 기반하지 않기도 하고, 무관한 맥락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 기본적인 표와 그래프 읽기에 성공적이다.

2 수준

· 일관적이고 무비판적인 수준
- 자료와 관련된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두 개 이상의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만 이를 통합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 상황에 맞게 적절하지만 비판 없이 참여한다.

- 간단한 통계 및 그래프의 특성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통계 기술한다.
- 자료의 표 또는 그래프 내에서 단일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비교한다.

- 자료 수집 방법 및 맥락에 대한 참고 없이, 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일반적
이거나 단일적으로 진술한다.

- 타당하지만 자료의 한 측면에 기초하여 질문한다.

3 수준

· 초기 비판적인 수준

- 친숙한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참여한다. 다소 명분이 있는 낯선 맥락에는 선별
적으로 참여한다.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우연을 정성적으로 해석하며, 변

동을 감지한다. 학생들은 표현 관련 특징, 중심 및 퍼짐의 측정에 대해 인식하
지만, 주로 자료나 맥락에 기초하지만 둘 다 고려하지는 않는다.

- 자료에 관한 질문은 데이터 작업의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기반으로 하지만 항
상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 자료 수집 방법과 그래프 작성에 대하여 동시에 두 요소를 연관시킬 수 있다.

4 수준

· 발전된 비판적인 수준
-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이고 탐구적으로 참여한다.

- 자료의 목적, 자료의 표현, 중심 및 퍼짐의 측정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방법 선택 및 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매체의 맥락에서 정교한 통계적 기술과 수학적 기술을 할 수 있다.

- 자료와 여러 관점이 반영된 맥락의 관련 특징에 기초하여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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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구간

2.1 신뢰구간의 개념

통계적 추정이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정보,

즉 모수를 추측하는 것이다(최민정, 이종학, 김원경, 2016). 이는 전체 중 일

부 자료만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 불확실하지만, 증거에 기반을 둔 주장을 만

들 수 있게 하므로 통계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다(Makar & Rubin, 2009).

그뿐만 아니라 통계적 추정은 통계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통계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통계적 지식 중 하나로 강조되기도 한다(Gal, 2002).

통계적 추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본

통계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Chance et al., 2010). 통계적 추정은 표본

에서 확인한 사실이 표본만의 특수한 것이 아니라 표본이 추출된 전체 모집

단에서 나타나는 경향일 가능성을 평가하는 확률적인 과정이고 이러한 추정

및 예측 과정은 표본평균의 분포 개념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본평균

의 분포는 통계적 추론 개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채

연, 2014). 또한 Chance et al.(2010)과 우정호(2017)에 의하면 표집분포가 통

계적 추정에 대한 이해에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이다. 표집분포는 모집단으

로부터 일정한 크기로 무작위 추출한 모든 통계량의 분포로서 일종의 확률분

포이다(Chance et al., 2010).

통계적 추정이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정

보, 즉 모수를 추측하는 것이다(최민정 외, 2016). 통계적 추정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구분되는데, 점 추정은 추측의 정확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추측의 정확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 추정을 더 선호한다. 이 중에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은 신뢰구

간은 무작위 표본에서 얻은 표본 통계량을 이용하여 미지의 모수의 참값이

속할 것이라 기대되는 숫자들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서(성내경, 1995), 표본

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측정치의 신뢰수준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모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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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간 추정치이다. 구간 추정치의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은 동일한 모

집단에서 아주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구간 추정을 하였을 때 이 구간이 모수

를 포함할 가능성(probability)이다(Bluman, 2011).

신뢰수준과 관련하여 Moore(1992)는 신뢰도(신뢰수준)를 일정한 크기의 표

본을 반복 추출하여 신뢰구간을 구했을 때 이 중에서 모평균을 포함하는 것

의 비율이라고 하였는데, Bluman(2011)의 정의와 Moore(1992)의 정의는 차이

를 보인다. Bluman(2011)은 신뢰구간을 구하는 과정의 관점에서 정의하였고,

Moore(1992)는 신뢰구간을 구한 결과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윤현진 외(2009)는 일반적으로 신뢰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능성 원리에

따라 판단 또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판단, 의사결정에 대한 확

률적 자신감의 정도라고 하였으며, 이경화(1996)는 귀납추론에서 일반화의 오

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신뢰구간을 통한 모수의 추정이 확률적

으로 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약하자면, 신뢰수준(신뢰도)은 특정

신뢰구간에 대한 결과적 확률, 즉 특정 신뢰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이 아

니라 신뢰구간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확률이다. 따라서, 특정 신뢰구간이 모

평균을 포함할 확률은  또는 이다(남궁평, 박종선, 허문열, 2009).

2.2 신뢰구간 관련 용어

가. 신뢰도(신뢰수준)

신뢰구간의 핵심은 구간으로 미지의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

구간의 길이가 커질수록 모수가 그 구간에 들어 있을 가능성은 커진다

(김응환, 이석훈, 2015). 이 가능성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을 신뢰수준

(confidence level)이라 하고, 각 신뢰수준 하에서 얻게 되는 구간을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이라 한다(소재홍 외, 2020). 또한, 95% 신뢰구

간은 같은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100번 반복 표집으로 조사하여 얻는

100개의 구간 중 95개가 모수를 포함하는 정도의 신뢰도 안에서 표집을

통해 얻은 하나의 구간이다. 즉, 95% 신뢰구간은 임의로 선택한 표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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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를 포함하는 신뢰구간을 제공하는 표본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95%라는 뜻이다(Delmas, 2010).

나. 표준오차(standard error)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가 인 하나의 모집단에서 그 크기가 

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이 표본의 평균  의 표준편차  를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the mean)라 하고,

 



이다. 한편, 모비율이 인 모집단에서 그 크기가 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이 표본의 표준편차를 모비율의 표준오차라 하고, 그 크기는







이다(Bluman, 2011).

다. 표본오차, 표집오차

통계 조사에서의 오차는 크게 표본오차(sample error)와 비표본오차

(non-sample error)로 구분할 수 있고, 표본오차는 전체 모집단의 일부

인 표본을 조사하여 추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이다(백지선, 심규호,

2013). 한편, 표집오차는 표본이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해 발생

하는 표본 측정치와 모수의 차이이다(Bluman, 2011). 따라서 두 용어의

뜻으로부터 표본오차와 표집오차는 그 표기가 다르지만, 통계 영역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소재홍 외, 2020). 또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 중 류희찬 외(2014)는 ‘최대 허용 표본

오차’를, 김창동 외(2014)와 이강섭 외(2014)는 ‘오차범위’를 표본오차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소재홍 외, 2020).

구체적으로, 이 충분히 클 때, 표준편차가 인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

출한 크기가 인 표본의 평균이  일 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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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모평균 를 포함할 가능성은 이고, 이때 


를 허용오

차 또는 오차범위(margin of error)라 한다. 여기에서 허용오차(margin

of error)는 모수의 실제 값과 모수의 점 추정값 사이의 최대로 가능한

차이이며, 최대 오차의 한계(maximum error of the estimate)라고도 한

다. 모표준편차 를 모르는 경우 표본의 표준편차 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Bluman, 2011).

한편, 모비율이 인 모집단에서 표본비율이 이고 크기가 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이고 ≥이면 구간

 ±






이 모비율 를 포함할 가능성은 이고, 이때 





를

허용오차 또는 오차범위라 한다(Bluman, 2011). 그런데 보통 여론조사에

서는 표본비율 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하는 표본오차를 위한 표본의 크

기를 정하기 때문에 





가 최대가 되는 경우, 즉   


를 가

정하고 표본오차를 계산한다(Bluman, 2011).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

의위원회(2020)에 따르면 표본오차의 뜻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

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 여론조사

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

차의 한계’이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표본오차의 동의어와 유사어가 많이 존재하

고 있으며, 이 용어들이 지칭하는 핵심 개념은 모수와 추정치의 가능한

최대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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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뢰구간의 이해

Garfield, delMas, & Chance(2002)는 학생들이 신뢰구간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은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표본을 바탕으로 알려지

지 않은 모평균을 구간 추정하는 것이다.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은 관찰된 자료로부터 나온 모수가 됨직한 값들의

집합이다.

·표본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은 표본

평균±표집오차이다.

·신뢰도는 알려지지 않은 모수를 포함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확률을 말해준

다.

·그 확률은 구간을 만드는 방식(자료, 구간)과 관련이 있지, 모수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표본이 더 많아지면 표본이 적을 때보다 신뢰구

간의 폭이 좁아진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신뢰도가 높을수록 신뢰구간이 넓어진다.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같은 크기의 표본을 여러 번 임의추출하고 각각

에 대해 95% 신뢰구간을 만든다면, 5%의 구간들이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신뢰구간은 주어진 자료에서의 적당한 모수 값들이 무엇인지를, 표본평균으

로부터 생성된 신뢰구간 내의 모든 값이 모평균이 될 동등한 가능성을 갖는

다는 것을 제시한다.

·한 신뢰구간을 계산하고 나면 모수는 그 구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높은 신뢰도와 좁은 폭의 신뢰구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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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arfield et al.(2002)은 학생들이 신뢰구간과 신뢰도에 관한 지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어떤 요인을 바꾸어야 신뢰구간의 폭을 넓게 혹은 좁게 할 수 있는지 안다.

·주어진 표본평균으로부터 신뢰구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안다.

·주어진 문맥상에서 적절한 추론을 생성하고, 신뢰도에 대해 올바른 확률 문

장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등 신뢰구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안다.

김채연(2014)은 모평균의 추정에 관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평균의 분포와 신뢰도 및 신뢰구간의 이해에 관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모평균의 추정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개념을 신뢰구간 및 신뢰도의 의미,

표본평균의 분포와 모평균 추정의 연결, 그리고 신뢰구간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로 분류하여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한가희, 전영주(2018)는

선행연구와 문헌 연구를 통해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신

뢰구간의 의미,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구분, 그리고 신뢰구간의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추출하였다.

한가희 외(2018)는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요 개념을 추출하

였지만, 김채연(2014)과 같이 개념별로 학생들이 해야 할 행동 목표를 서술하

지 않았다. 용어로 미루어볼 때 한가희 외(2018)의 신뢰구간 의미와 표본평균

과 모평균의 구분은 김채연(2014)의 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고, 신뢰구간의

해석은 <표 5>에서 김채연(2014)의 신뢰구간 및 신뢰도의 의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김채연(2014)이 제안한 개념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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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평균의 추정 학습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김채연, 2014, p. 26)

개념 세부 내용

신뢰구간 및
신뢰도의 의미

· 신뢰구간이 주어진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구간임
을 안다.

· 신뢰도가 하나의 특정한 구간에 부여된 확률이 아니라
신뢰구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빈도적 확률임을 안

다.
· 표본추출에 따른 신뢰구간의 변이성을 인식한다.

· 모평균의 추정 결과에 나타난 신뢰구간 및 신뢰도의 의
미를 해석할 수 있다.

표본평균의 분포와
모평균 추정의 연결

· 표본평균의 분포를 바탕으로 하는 모평균의 추정 과정을

개연성 있게 이해한다.
· 대표본일 경우 표본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로 모델화됨

을 알고(중심극한정리) 이를 신뢰구간 및 신뢰도의 개념과
연결할 수 있다.

신뢰구간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

· 신뢰도가 높으면서 신뢰구간 폭이 좁을수록 추정이 정확

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 신뢰도와 신뢰구간 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 표본 크기와 신뢰구간 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3 교수 지식

이은희, 김원경(2015)은 최근 국내 통계교육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20세기와

비교하였을 때 최근 국내 통계교육 연구논문은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

만, 연구 대상 측면에서 대학생과 교사 대상의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21세기 국내 통계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탁병

주, 이경화(2017)에 의하면 연구 대상 측면에서 연구 대상이 예비교사나 현직

교사인 논문은 학생인 논문에 비해 편수가 매우 적다. 이 사실과 이경화

(2016)가 통계교육의 개선을 위해 교사의 역량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주장한 것은 통계교육을 위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예비교사 관련 연구

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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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학 교수 지식(MKT)

수준 높은 교사를 선발하고 질 높은 수업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지식에

관한 연구는 계속됐다. 1986년 Shulman이 PCK를 출발점으로 하여 Ball,

Thames, & Phelps(2008)는 수학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를 위한 지식,

즉 MKT를 제시하였다.

MKT는 크게 교과 내용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과 교수학적 내

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MK는 일

반 내용 지식(Common Content Knowledge), 특수 내용 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수평 내용 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으로 구분

되어 있다. CCK는 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일반인에게 요

구되는 수학적 내용 지식이고, SCK는 교수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기술로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내용 지식

이다. 학생의 오류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 학생의 문제해결 방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능력

등이 SCK에 해당한다. HCK는 수학 주제에 대하여 수학 교과 전반에 걸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한편, PCK는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

그리고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으로 구분되어 있다. KCS는 학생과 수학 지식에 대해 아는 것을

결합한 지식으로, 학생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일 예제를 선정하는 능력, 학생들

의 오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능력 등이 있다. KCT는 교수를 위해 수학

과제나 수업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고, KCC는 학교 수학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이다.

수학 교수 지식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민정 외

(2016)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통계적 추정을 가르치기 위한 MKT를 조사하

였고, 그 결과 신뢰도와 신뢰구간에 대한 SMK 영역은 교과서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현(2018)은 통계적 추정에 관한 예비교사의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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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식을 MKT 중 CCK, SCK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SCK보다

CCK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고 있으나 주어진 자

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2 통계 교수 지식(SKT)

통계교육의 목적인 통계적 소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또한 통계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탁병주, 2017). 보통 통계적 소양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성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동안 통

계교육을 위한 교사 지식 연구에서 통계적 소양은 ‘지식’의 관점에서 다루어

져 왔고, 특히 Ball et al.(2008)이 제시한 MKT에서는 CCK에 포함되었다

(Noll, 2007).

그렇지만 통계적 소양은 단순히 지식의 관점에서 볼 수 없다. Gal(2002)이

제시한 통계적 소양을 위한 모델도 통계적 소양을 크게 지식 요소와 성향 요

소로 바라보았고, 특히 성향 요소에서 비판적 자세와 지식 요소에서 비판적

질문은 함께 비판적 사고능력에 포함되어 통계적 소양을 위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Gal, 2002; Rumsey, 2002).

이와 같은 전통적인 통계교육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통계적 소양의 중요성,

그리고 통계교육과 수학교육의 차이점으로부터 연구자들은 통계 교수 지식

(SKT)을 연구해왔고, SKT 안에서 통계적 소양의 위치에 대해 고민해왔다.

탁병주(2017)는 이와 같은 통계 교수 지식과 통계적 소양의 관계에 관한 연

구를 고찰하여 통계적 소양 교육을 위한 네 가지 교수 지식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사는 지도하려는 통계적 개념의 학습에서 필요한 비결정론적, 맥락

의존적, 자료기반적 사고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맥락적 지식과 통계

적 지식을 바탕으로 맥락적 영역과 통계적 영역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

다. 셋째, 교사는 통계학에서 통계적 문제해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가 통계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적 자세와 신

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는 통계학의 유용성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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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1.1 연구 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중매체 및 중앙행정기관 자료에서 등장하는 신뢰구간 관련 통계적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적 소양을 갖추었는지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알아본

다.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예비교사는 지금의 교육과정, 즉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학습하여 통계적 추정 단

원에서 모비율의 추정을 학습하지 않고 모평균의 추정만 학습하였다. 따라서

예비교사가 대학교 통계 관련 과목 또는 외부에서 모비율의 추정을 학습하였

는지에 따라 모비율의 추정에 대한 통계적 소양의 수준 정도를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생활 자료와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

련 용어의 차이를 이용하여 문항을 제작하면 실생활 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통계적 소양 영역에서 현재 예비교사가 실생활 자료를 대하는 능

력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 자료 수집

Gal(2003)은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통계 기관이나 연구 기관이 출처인 통계

적 정보들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언론

자료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자료 중에서 신뢰구간이 등장하는

통계 자료를 조사하고 그 양상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언론 자료의 경우 체계

적으로 자료 조사·수집·분석이 가능한 대형 포털사이트의 뉴스 사이트 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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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뉴스’에 기재된 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하루에 올라오는 기사의 양

이 매우 방대하다는 점에서 임의로 1주일을 선정하여 그 기간에 기재된 기사

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양상을 조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관공

서를 대표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양상을 분석한다.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때 중점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서

론에서 밝힌 두 가지이다. 첫째,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모비율의

추정을 삭제하고 모평균의 추정만 다루고 있는데, 실생활 자료에서는 신뢰구

간 중 모비율을 추정하는 신뢰구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다. 둘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신뢰구간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는 용어는 교과

서에서 접한 신뢰구간 용어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접하

는 신뢰구간 중 하나인 여론조사에서는 ‘신뢰수준’과 ‘표본오차’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배우지 않은 용어들이다. 따

라서 실생활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용어의 양상을 파악한다.

2 연구 절차

먼저 사전연구를 토대로 신뢰구간이라는 통계적 지식에 관하여 통계적 소

양을 함양하기 위한 행동 목표를 도출한다. 이후에 맥락적 지식이 되는 매체

와 공개자료 등에 포함된 통계적 정보의 양상을 파악하여 신뢰구간에 대한

통계적 소양의 구체적인 목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 기준과 실생활 자

료를 이용하여 예비교사들의 지식을 묻는 검사를 제작한다. 예비 검사를 시

행하여 문항을 확정한 후 본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이후 제시된 행동 목표

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Sharma et al.(2011)의 통계적 소양의 수준 체계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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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뢰구간 관련 통계적 소양의 목표

통계적 소양은 학생이 통계적 지식을 이용해 맥락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때 발현되기 때문에 행동 목표의 모든 세부 사항에 통계적 지식인 신

뢰구간과 맥락을 함께 기술한다. 신뢰구간의 핵심 개념으로 신뢰구간의 주요

개념에 관한 행동 목표를 제시한 김채연(2014)의 신뢰구간 개념 틀을 이용한

다. 이 틀과 통계적 소양의 핵심적인 내용을 결합하여 신뢰구간 개념을 이용

하여 실세계 자료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기술하면 이것이 곧 신뢰구간과 관

련한 통계적 소양의 행동 목표가 될 것이다.

통계적 소양과 관련하여 Gal(2002)이 주장한 통계적 소양의 두 구성성분,

즉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는 통계 정보나 자료와 관련된 주장, 또는 확률 통

계적 현상들을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통계 정보를 토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있고 통계적 소양의 필요조건인 지식 요소와 성향 요소

가 있다. 또한 Watson(1997)과 Watson et al.(2003), 그리고 Sharma et

al.(2011)의 통계적 소양의 수준 체계의 교육적 시사점은 교사가 학생들의 통

계적 소양을 길러준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각 수준 체계에서 상위 수준

으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위 수준의 특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해야 한

다는 것이다. Watson(1997)에서 W3 수준의 학생들은 맥락 내에서 확률·통계

적 언어와 개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정당화 없이 제기된 주장에 대

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Watson et al.(2003)에서 WC5, WC6 수준

의 학생들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변이를 정확히 인식하여 여러 맥락에서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WC6 수준의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과

정에서 비례추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뢰구간에 관한 통계적 소양의 행동 목표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는 통계 정보나 자료, 또는 확률 통계적 현상 내에서

신뢰구간 및 신뢰도의 의미와 신뢰구간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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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뢰도, 표집오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토론한다.

· 신뢰도, 표본오차, 표본의 크기, 신뢰구간 등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표집

에 따른 표본의 변이를 정확히 인식하여 여러 맥락에서 비례추론을 이용하여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2.2 통계 자료 조사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크게 언론 자료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자료

중에서 신뢰구간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조사하고 그 양상을 분석한다.

가. 언론 자료

본 연구에서는 언론 자료 중 인터넷 기사에서 나타난 신뢰구간의 양상을

조사한다. 자료 수집은 국내 포털사이트 중 한 곳의 뉴스 섹션1)에서 2020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신

뢰구간 관련 용어를 검색하여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9년 4월 15일 동일한 사이트에서 예비 조사를 한 결과, 신뢰구간이 나타

나는 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용어는 ‘신뢰수준’, ‘오차범위’, ‘표본오차’, ‘오차

범위’, ‘허용오차’였다. 따라서, 이 용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신뢰’, ‘오차’, ‘표

본’, ‘오차범위’를 검색어로 지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적합한 자료를 수집한 후 언론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의 양상을 크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신뢰구간이 나타나는 기사에서 추정하

는 모수가 평균인지 비율인지 그 유형을 분류하여 그 빈도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통계적 지식이 실세계의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

고 해석할 때 필수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뢰구간이 나타나는

기사에서 등장하는 신뢰구간 관련 용어의 빈도를 비교한다. 현재 교과서에서

1) “네이버 뉴스,” 네이버 뉴스, 2021년 10월 25일 접속,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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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뢰구간과 관련하여 ‘신뢰도’, ‘신뢰구간’ 정도의 용어를 다루고 있다. 언

론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용어의 유형과 그 빈도를 파악함으로써

신뢰구간 관련 통계적 소양을 기르는 데 필요한 통계적 지식에 대하여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관공서 자료

본 연구에서는 관공서에서 생산하는 자료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성하는

자료에서 나타난 신뢰구간의 양상을 조사한다. 자료 수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의 홈페이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신뢰구간 관련 용어를 검색하여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색어는 언론 자료와 동일하게 ‘신뢰’, ‘오차’, ‘표본’, ‘오

차범위’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중앙행정기관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

구간의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 또한 언론 자료와 동일하게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고, 추가로 각 중앙행정기관 관련 정책연

구보고서를 모아놓은 사이트2)에서 수집한 자료도 함께 조사한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찰청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 교육부

· 국가보훈처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2021년 10월 15

일 접속, https://www.prism.go.kr/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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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국세청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 기상청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

· 대통령 경호처

· 문화재청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방위사업청

· 법무부

· 법제처

· 병무청

· 보건복지부

·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인사혁신처

·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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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질병관리청

· 통계청

· 통일부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환경부

2.3 신뢰구간 관련 통계적 소양의 목표 수정

위의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의 양상을 반영하여 이론적 배경에

서 세웠던 신뢰구간 관련 통계적 소양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는 통계 자료에서 모평균 및 모비율에 대한 신뢰구간

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 다양한 맥락에서 신뢰구간과 관련된 여러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

하게 활용한다.

·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는 통계 자료에서 표본오차를 포함한 신뢰구간의 구

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

2.4 설문 문항 제작

신뢰구간은 Gal(2002)이 제시한 통계적 소양 틀에서 지식 요소 중 통계적

지식에 해당한다. Gal(2002)에 의하면 통계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

요소와 성향 요소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하므로 신뢰구간의 구성 요소 간의 관

계를 묻는 문항도 포함한다. 또한, 통계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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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파악한 후 위에서 정리한 신뢰구간 관련 통계적 소양을 위한 행동 목표

를 기준으로 이를 달성했는지 묻는 문항을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결과적으로, 모평균/모비율 추정 여부와 신뢰구간의 평균 및 표본오차/구

간 표현 여부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네 가지의 실생활 자료를 활용하

여 문항을 제작하여 실생활 맥락 안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네 가

지의 실생활 자료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용어

를 아는지,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추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 각각에서 표본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통

계적 추정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설문 문항은 아래 <표 6>

부터 <표 10>까지와 같다.

<표 6> 설문 문항 (1)

1. 다음 통계 자료를 보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1-(1)

위의 자료에서 언급된 '신뢰수준', '오차범위', '허용오차'라는 단어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①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
② 중·고등학교 다른 경로

③ 대학교 통계 과목
④ 대학교 다른 경로

⑤ 접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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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뢰수준, 오차범위, 허용오차는 어떤 단어와 그 뜻이 같다고

생각하나요?
① 신뢰도

② 신뢰구간
③ 표본 분산
④ 표본표준편차

⑤ 유의수준
⑥ 표준오차

⑦ 뜻이 같은 단어가 없다.

1-(3)
1-(2)에서 뜻이 같은 단어가 없다고 답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뜻을 아는 대로 적어주세요.

2-(1)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5G 서비스 다운로드 중 LTE 전환율에서

SKT와 KT 사이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세요.
(SKT: 4.87%, KT: 4.55%)

① 유의미하게 차이 있다
② 유의미하게 차이 없다

③ 주어진 정보로 판단 불가

2-(2)

2-(1)에 대한 대답의 판단 기준을 선택해주세요.
① 두 통신사의 LTE 전환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② 두 통신사의 LTE 전환율의 차이가 허용오차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③ 두 통신사의 LTE 전환율의 차이가 (허용오차)*1.96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④ 각 통신사의 LTE 전환율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두 구간이

겹치지 않으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⑤ 판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⑥ 다른 기준을 근거로 대답하였다.

2-(3) 2-(2)에서 '다른 기준을 근거로 대답한' 경우 그 기준을 써주세요.

3-(1)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5G 서비스 업로드 전송속도에서 전체와 KT
사이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세요. (전체: 64.16Mbps,

KT: 63.69Mbps)
①유의미하게 차이 있다

②유의미하게 차이 없다
③주어진 정보로 판단 불가

3-(2)
3-(1)에 대한 대답의 판단 기준을 선택해주세요.

① 전체와 KT의 5G 업로드 전송속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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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설문 문항 (2)

2. 다음 통계 자료를 보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자료의 신뢰구간 표 위쪽에 적혀 있는 '95% 신뢰수준'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2-(1)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 그룹과 결혼이민자 그룹 사이에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세요.

2-(2) 2-(1)에 대한 대답의 판단 기준을 써주세요.

3-(1)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층 그룹과 농어민 그룹 사이에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세요.

3-(2) 3-(1)에 대한 대답의 판단 기준을 써주세요.

② 전체와 KT의 5G 업로드 전송속도의 차이가 허용오차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③ 전체와 KT의 5G 업로드 전송속도의 차이가 (허용오차)*1.96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④ 전체와 KT의 5G 업로드 전송속도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두
구간이 겹치지 않으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⑤ 판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⑥ 다른 기준을 근거로 대답하였다.

3-(3) 3-(2)에서 '다른 기준을 근거로 대답한' 경우 그 기준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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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설문 문항 (3)

3. 다음 통계 자료를 보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1-(1) 위의 자료에서 언급된 '표준오차'라는 단어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1-(2) '표준오차'는 다음 중 어떤 단어와 그 뜻이 같다고 생각하나요?

1-(3)
1-(2)에서 뜻이 같은 단어가 없다고 답하였으면 '표준오차'의 뜻을

아는 대로 적어주세요.

2-(1)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업체를 이용한 경우와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 MICE 행사 개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세요.

2-(2) 2-(1)에 대한 대답의 판단 기준을 써주세요.

3-(1)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업체를 이용한 경우와 내부 인력을 활용한
경우 MICE 행사 개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세요.

3-(2) 3-(1)에 대한 대답의 판단 기준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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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설문 문항 (4)

신뢰구간의 핵심은 구간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구간을
구할 때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1)
모평균(예: 5G 서비스 전송속도)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할 때, 그
신뢰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르세요.

(단, 신뢰도는 일정합니다.)

1-(2)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의 길이를 좁게 하려면 1-(1)에서 표시한

요인들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모두 고르시오.
(단, 신뢰도는 일정합니다.)

2-(1)
모비율(예: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할 때, 그

신뢰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르세요.
(단, 신뢰도는 일정합니다.)

2-(2)
모비율에 대한 신뢰구간의 길이를 좁게 하려면 1-(1)에서 표시한

요인들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모두 고르시오.
(단, 신뢰도는 일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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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설문 문항 (5)

1-(1)
1-(1). 신뢰구간을 '구간으로 제시하는 방식'과 '평균값과 오차로
제시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나요?

1-(2) 1-(2). 위의 답에 대한 이유를 쓰세요.

2-(1)

2-(1). '신뢰수준', '오차범위', '허용오차', '표준오차'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표현이지만 실세계의 통계 자료에서
신뢰구간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합니다. 교과서의 공식 용어가 아닌
통계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뢰구간 관련 용어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2) 2-(2). 2-(1)의 답에 대한 이유를 써주세요.

3-(1)

3-(1). 실세계 통계 자료에서는 모비율에 대한 추정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림 1 참고). 또한, 그림 2와 같이 의약 분야
등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 병이 나은 사람의 비율(orr)만을 제시하고
임상 집단의 평균적인 수치 변화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모비율의 추정을
제외하고 모평균의 추정만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2) 3-(2). 3-(1)의 답에 대한 이유를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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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설문 시행 및 결과 분석

서울 소재 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대학생들을 상대로

언론 자료 및 중앙행정기관 자료에서 등장하는 신뢰구간 관련 통계적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적 소양과 교수 지식을 갖추었는지 설문 조사를 수

행하여 알아본다. 특히, Sharma et al.(2011)의 통계적 소양의 수준 체계와 대

응하는 소재홍 외(2020)의 내용 이해도 기준으로 예비교사들의 통계적 소양

의 수준을 분석한다. 소재홍 외(2020)의 통계 내용 이해도 기준은 <표 11>과

같고, 소재홍 외(2020)는 자신의 통계 내용 이해도의 기준과 Sharma et

al.(2011)의 통계적 소양 수준을 <표 12>와 같이 대응시켰다.

<표 11> 소재홍 외(2020)의 통계 내용 이해도 기준

수준 내용

상
- 통계 용어의 의미를 옳게 이해

- 주어진 맥락에서 접하는 통계 정보들을 비판적·탐구적으로 옳게 이해

중(A)

- 주어진 맥락을 활용하여 통계 용어나 통계 용어가 포함된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부정확하거나 불완전

- 주어진 맥락을 활용하여 통계 정보들을 비판적·관계적으로 이해하지만
부정확하거나 불완전

중(B)
- 통계 용어의 의미나 통계 정보들을 단편적으로 또는 다소 자의적으로

이해
- 맥락에 대한 비판적 고려가 부족

하(A) - 주어진 맥락을 잘못 사용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두드러짐

하(B) - 통계 용어의 의미나 통계 정보들을 이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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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소재홍 외(2020)의 수준과 Sharma et al.(2011)의 수준의 관계

소재홍 외(2020)의 수준 Sharma et al.(2011)의 수준

상 4수준(발전된 비판적)

중(A) 3수준(초기 비판적)

중(B) 2수준(일관적이지만 무비판적)

하(A) 0~1수준(비형식적, 개인 특유의)

하(B) ·

Ⅳ 연구 결과

1 언론 및 관공서 통계 자료의 신뢰구간 관련 정보 조

사 결과 및 분석

1.1 언론 자료

가. 추정 모수의 유형별 빈도

언론 자료에서는 1개의 기사에 1개의 신뢰구간이 등장하여 기사의 총 개

수가 모평균 추정의 횟수와 모비율 추정의 횟수의 합과 일치하였다. 언론 자

료에서 나타난 추정 모수의 유형별 빈도는 <표 13>과 같다. 추정 빈도(%)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빈도의 총합이 100%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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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언론 자료에서 추정 모수의 유형별 빈도

모수의 유형 추정 횟수(번) 추정 빈도(%)

모평균 7 1.12

모비율 617 98.89

분석 결과 언론 자료에서 대부분의 신뢰구간은 모비율을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신뢰구간 관련 용어의 출현 빈도

언론 자료에서 등장한 신뢰구간 관련 용어는 ‘신뢰구간’, ‘신뢰수준’, ‘신뢰

도’, ‘오차범위’, ‘표본오차’, ‘표준오차’, ‘표집오차’, ‘최대허용오차’, ‘최대허용표

집오차’, ‘허용오차’였고, 그 출현 빈도는 <표 14>와 같다. 그중 같거나 비슷

한 의미를 갖는 ‘오차범위’, ‘표본오차’, ‘표집오차’, ‘허용오차’, ‘최대허용오차’,

‘최대허용표집오차’와 ‘신뢰도’, ‘신뢰수준’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그룹으로 묶

어 전체에서 각 그룹에 포함된 용어의 출현 빈도와 각 그룹 내 용어들의 상

대적인 출현 빈도를 계산하였다. 출현 빈도(%)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빈도의 총합이 100%가 아닐 수 있다.

<표 14> 언론 자료에서 신뢰구간 관련 용어의 출현 빈도

용어 출현 횟수(번) 출현 빈도(%)

신뢰구간 3 0.21

신뢰수준 591
41.54

99.83

신뢰도 1 0.17

오차범위 363

58.11

43.84

표본오차 438 52.90

표집오차 1 0.12

최대허용오차 4 0.48

최대허용표집오차 3 0.36

허용오차 19 2.29

표준오차 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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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언론 자료에서는 ‘신뢰수준’, ‘오차범위’, ‘표본오차’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표본오차 및 그 유사어가 가장 자주 출현하였으

며, 그중에서 ‘오차범위’, ‘표본오차’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였다. 또한, ‘신뢰

도’라는 표현보다는 ‘신뢰수준’이라는 용어가 압도적으로 더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관공서 자료

가. 추정 모수의 유형별 빈도

중앙행정기관 자료에서 나타난 추정 모수의 유형별 빈도는 <표 15>와 같

다. 중앙행정기관 자료에서는 한 개의 자료 내에서 서로 다른 대상을 추정하

는 신뢰구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같은 경우에 대하여 각각 횟수를

산정하였다. 추정 빈도(%)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빈도

의 총합이 100%가 아닐 수 있다.

<표 15> 관공서 자료에서 추정 모수의 유형별 빈도

모수의 유형
추정

횟수(번)
추정
빈도(%)

모평균 275 42.44

모비율 373 57.56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 자료에서 모비율의 추정 빈도가 모평균의 추정

빈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나. 신뢰구간 관련 용어의 출현 빈도

언론 자료에서 등장한 신뢰구간 관련 용어는 ‘변동계수’, ‘상대표본오차’,

‘상대표준오차’, ‘상한’, ‘신뢰구간’, ‘신뢰수준’, ‘신뢰도’, ‘신뢰한계 범위’, ‘오차’,

‘오차범위’, ‘오차한계’, ‘표본오차’, ‘표본평균’, ‘표준오차’, ‘표집오차’,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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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최대허용오차’, ‘최대허용표집오차’, ‘추정오차’, ‘하한’, ‘허용오차’였고, 그

출현 빈도는 <표 16>과 같다. 그중 비슷한 의미를 갖는 ‘신뢰한계 범위’, ‘오

차’, ‘오차범위’, ‘오차한계’, ‘표본오차’, ‘표집오차’, ‘최대허용오차’, ‘최대허용표

집오차’, ‘추정오차’, ‘허용오차’와 ‘신뢰도’, ‘신뢰수준’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전체에서 각 그룹에 포함된 용어의 출현 빈도와 각 그룹 내

용어들의 상대적인 출현 빈도를 계산하였다. 출현 빈도(%)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빈도의 총합이 100%가 아닐 수 있다.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 자료에서는 ‘신뢰수준’, ‘표본오차’, ‘표준오차’, ‘상

대표준오차’, ‘신뢰구간’ 순으로 자주 등장한다. 언론 자료와 마찬가지로 표본

오차 및 그 유사어가 가장 자주 출현하였으며, 그중에서 ‘표본오차’의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고 ‘오차범위’와 ‘허용오차’의 출현 빈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또한, 언론 자료와 비슷하게 ‘신뢰도’라는 표현보다는 ‘신뢰수준’이라는

용어가 압도적으로 더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관공서 자료에서 신뢰구간 관련 용어의 출현 빈도

용어 출현 횟수(번) 출현 빈도(%)

변동계수 15 1.15

상대표본오차 5 0.38

상대표준오차 111 8.55

상한 43 3.31

신뢰구간 110 8.47

표본평균 3 0.23

표준오차 129 9.93

표준편차 23 1.77

하한 42 3.23

신뢰수준 359
29.41

93.98

신뢰도 23 6.02

신뢰한계 범위 1

33.56

0.23

오차 4 0.93

오차범위 51 11.81

오차한계 15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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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등학교 통계 교육과정과의 비교 및 분석

가. 신뢰구간에서 추정 모수의 유형

현행 교육과정부터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는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만 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언론 자료와 관공서 자료 모두에서 모비율의 추정이

모평균의 추정보다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나. 신뢰구간 관련 용어

황병욱 외(2018)의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용어는 ‘표본평균’,

‘표본 분산’, ‘표본표준편차’, ‘신뢰도’, ‘신뢰구간’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중 실

생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용어는 ‘신뢰도’, ‘신뢰구간’ 뿐이다. 신뢰구간의 길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본오차’ 및 그 유사어는 언론 자료와 관공서

자료에서 각각 58.11%, 33.56%의 비율로 자주 나타나지만, 교과서에서는 전

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론 자료와 관공서 자료 모

두 ‘신뢰도’라는 용어보다는 ‘신뢰수준’을 매우 자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신뢰구간’이라는 용어는 각각 0.21%, 8.47%의 낮은 비율로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본오차 270 62.5

표집오차 21 4.86

최대허용오차 7 1.62

최대허용표집오차 14 3.24

추정오차 7 1.62

허용오차 46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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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구간 표현 방식

위의 신뢰구간 관련 용어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에서는 신뢰구간

을 구간으로 표현하는 것만 다루고 있다. 반면에, 실생활 자료에서는 ‘신뢰구

간’의 빈도가 상당히 낮고, ‘표본오차’ 또는 그 유사어의 출현 빈도가 1/3 이

상이라는 점으로부터 표본평균(또는 표본비율)과 ‘표본오차’(또는 그 유사어)

를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표현하는 때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설문 조사 결과 및 분석

2.1 설문 문항 (1)의 결과 및 분석

<표 17> 설문 문항 (1)의 결과

1-(1)

용어를
접한 경로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른 경로

대학교
대학교
다른 경로

없다

[신뢰수준] 10(0.50) 2(0.10) 7(0.35) 1(0.05) 0

[오차범위] 6(0.33) 4(0.22) 6(0.33) 1(0.06) 1(0.06)

[허용오차] 0 2(0.15) 4(0.31) 0 7(0.54)

1-(2)

동의어 신뢰도 신뢰구간
표본

분산

표본표준

편차

유의

수준

표준

오차

뜻이 같은

단어가
없다.

[신뢰

수준]

12

(0.75)

3

(0.19)
0 0

1

(0.06)
0 0

[오차

범위]

1

(0.08)

8

(0.62)
0 0

4

(0.31)
0 0

[허용
오차]

0
2
(0.13)

0
3

(0.19)
2
(0.13)

7
(0.44)

2
(0.13)

1-(3) 허용오차의 뜻
- 신뢰구간 길이의 반절
- z_alpha*sqrt(sigma/n)

2-(1)
차이 있다 차이 없다

12(0.92) 1(0.08)

2-(2) 판단 기준
응답자 수

(상대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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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뢰구간 관련 용어 인지도

1-(1)에서와 같이 ‘신뢰수준’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예비교사가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차범위’라는 용어는 절반 정도의

예비교사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허용오차’라는 용어는 절반 정도의 예비교사가 접해본 적이 없었

다.

1-(2)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예비교사는 ‘신뢰수준’이라는 용어가 ‘신뢰도’

와 그 뜻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허용오차’나 ‘오차범위’의 경우

현재 교육과정에서 그 뜻이 같은 용어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절반 이상의

예비교사는 ‘허용오차’와 ‘표준오차’가 그 뜻이 같고, ‘오차범위’가 ‘신뢰구간’과

그 뜻이 같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1-(3)의 결과와 같이 교육과정에 ‘허용오

차’와 그 뜻이 같은 용어가 없다고 답한 2명의 예비교사는 ‘허용오차’의 핵심

적인 뜻을 비교적 잘 적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허용오차의 뜻을

두 추정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
있다고 판단

6(0.46)

각 추정값의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으면 유의미하게 차이 있다고 판단 4(0.31)

두 추정값의 차이가 (허용오차)*1.96보다 더 크면 유의미하게 차이
있다고 판단

2(0.15)

다른 기준을 근거로 판단 1(0.08)

2-(3) 다른 기준
- 절대적인 %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0.32%P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3-(1)
차이 없다 차이 있다

9(0.69) 4(0.31)

3-(2)

판단 기준
응답자 수
(상대도수)

전체와 KT의 5G 업로드 전송속도의 차이가 허용오차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
7(0.54)

전체와 KT의 5G 업로드 전송속도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두

구간이 겹치지 않으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
3(0.23)

전체와 KT의 5G 업로드 전송속도의 차이가 (허용오차)*1.96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

2(0.15)

다른 기준을 근거로 대답 1(0.08)

3-(3) 다른 기준
- 허용 오차를 감안하여 대략 5Mbps의 차이는 다운로드를 해본
사람이라면 유의미한 차이로 다가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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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alpha*sqrt(sigma/n)”로 답한 예비교사는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에서




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모비율에

대한 신뢰구간을 다루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나. 신뢰구간을 이용한 두 통신사의 LTE 전환율 비교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두 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두 비율  , 를 추정하는 데 쓰인 두 표본이 각

각 충분히 크고 서로 독립적이며, 표본의 크기가 각각   이고, 표본

비율이 각각  
이면 두 모비율의 차이  에 대한 신뢰도

 신뢰구간은








  








 

  







 



이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두 모비율   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위의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는 여부이다. 위의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

면, 즉 두 표본비율의 차이가 







 보다 작으면 95%의

신뢰도로 두 비율   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위의 신

뢰구간이 을 포함하지 않으면, 즉 두 표본비율의 차이가









 보다 크면 95%의 신뢰도로 두 비율   가 유의

미하게 다르다고 판단한다(Bluman, 2011).

하지만 위의 자료에서는 각 통신사의 LTE 전환율에 대한 표본오차

(즉, 




 와 




 )를 제시하지만, 표본의 크기(즉, 과

 )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를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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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또한, 










 가 







 보다

그 크기가 더 크고, 일반적으로 매체 자료에서 모비율에 대한 추정에서

표본오차를 제시할 때는 가능한 최대 오차인   

 인 경우를 제시한다

(Bluman, 2011). 따라서 첫 번째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각

통신사의 LTE 전환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각각의

신뢰구간이 겹치는지 그 여부를 기준으로 잡으면 충분하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SKT와 KT의 5G 서비스 다운로드 중 LTE 전

환율을 비교하면 각각의 신뢰구간이      ,     이

므로 두 전환율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예비교사

또한 1명 제외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보기

중 가장 타당한 판단 기준인 “각 통신사의 LTE 전환율에 대한 신뢰구

간을 구하여 두 구간이 겹치지 않을 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

한다.”를 판단 기준으로 정한 예비교사는 4명뿐이었고, 응답자의 절반 정

도는 “두 통신사의 LTE 전환율의 차이가 허용오차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한편, 한 응

답자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두 비율의 절대적인 수치 차이가 크지

않아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다. 신뢰구간을 이용한 5G 전송속도 비교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두 평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준편차가 각각   인 두 집단의 평균   를

추정하는 데 쓰인 두 표본이 각각 충분히 크고 서로 독립적이며, 표본의

크기가 각각   이고, 표본평균이 각각   이면 두 모평균의 차이

  에 대한 신뢰도  신뢰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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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두 모평균   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기준

은 위의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는 여부이다. 위의 신뢰구간이 을 포함

하면, 즉 두 표본평균의 차이가 












보다 작으면 95%의 신뢰도

로 두 평균   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위의 신뢰구

간이 을 포함하지 않으면, 즉 두 표본평균의 차이가 












보다

크면 95%의 신뢰도로 두 평균   가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판단한다.

단,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표준편차    대신 표본표준편차

  를 이용할 수 있다(Bluman, 2011).

하지만 위의 자료에서는 각 통신사의 5G 전송속도에 대한 표본오차

(즉, 

 와 

 )를 제시하지만, 표본의 크기(즉, 과  )를 제

시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를 구할 수 없다. 또한,






 가 












보다 그 크기가 더 크다. 따라서 첫 번

째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각 통신사의 5G 전송속도가 유

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각각의 신뢰구간이 겹치는지 그 여

부를 기준으로 잡으면 충분하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체와 KT의 5G 업로드 전송속도를 비교하면

각각 신뢰구간이 Mbps  Mbps  ,  Mbps  Mbps 

이므로 두 전환율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예비교

사 중 9명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4명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보기 중 가장 타당한 판단 기준인 “전체와 KT

의 5G 업로드 전송속도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두 구간이 겹치지 않

으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를 판단 기준으로 정한 예비

교사는 3명뿐이었고, 7명의 응답자는 “전체와 KT의 5G 업로드 전송속도

의 차이가 허용오차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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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한편, 한 응답자는 “허용 오차를 감안하여 대

략 5Mbps의 차이는 다운로드를 해본 사람이라면 유의미한 차이로 다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와 같이 표본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 추정

과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답하였다.

위와 같이 모비율, 모평균의 추정 여부와 상관없이 과반수의 예비교사

는 두 표본 측정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차

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1번 문항에 대한 대답에서 알 수 있듯 ‘허

용오차’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실생활의 자료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가지 이

상의 집단에 대한 표본 측정값을 종종 비교하고는 한다(김현철, 2003).

하지만 고등학교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는 두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표본

측정값을 비교하는 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도 볼 수 있다.

2.2 설문 문항 (2)의 결과 및 분석

가. 신뢰수준(신뢰도)의 뜻에 대한 인지도

<표 18> 설문 문항 (2)의 1번 결과

1

이해도
수준

응답 수
(상대도수)

응답 내용

상
4

(0.31)

- 100회 시행 시에 모수가 신뢰구간에 속하는
신뢰구간이 신뢰수준×100회의 비율로 나올 것으로

기대됨
- 참값을 얻기 위해 뽑기를 반복했을 때 참값이 특정

범위에 있을 비율
- 실제 결괏값이 100번 중 95번 정도는 추정한

신뢰구간 내에 속한다.
- 신뢰구간을 반복해서 만들 때 신뢰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이 95%이다.

중(A)
8

(0.62)

- 신뢰구간 내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95%다.

- 표본을 뽑았을 때 주어진 범위 내에 표본이 들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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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으로 예비교사에게 두 번째 자료에서 ‘95% 신뢰수준’의 의미를 물었

을 때 그 결과를 소재홍 외(2020)의 통계 내용 이해도 수준에 따라 분류하였

다. 이때, Sharma et al.(2011)의 3수준, 즉 중(A) 수준에 해당하는 예비교사

가 가장 많았고, Sharma et al.(2011)의 4수준, 즉 상 수준에 해당하는 예비교

사의 수가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명의 예비교사는 표본평균과

모평균 용어를 혼동하여 중(A)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주어진 두 번째

자료는 정보화 수준이라는 비율에 대한 추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3명의 예비

교사는 모평균에 대한 추정을 가정하여 대답하였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 모

평균의 추정만 다루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디지털 정보화 수준 비교

<표 19> 설문 문항 (2)의 2번, 3번 결과

차이 있다 차이 없다 판단 불가

2-(1) 1(0.08) 6(0.46) 6(0.46)

2-(2)

- 두 집단 값의 차이가
기준을 넘어선다.

- 신뢰구간이 겹침

- 신뢰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크므로

- 신뢰구간이 정확하게
겹치며, 표본평균 값이

매우 비슷하다.

- 신뢰구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의성 검정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 오차범위가 주어져야
함

- 두 그룹에서의 평균이

확률이 95%이다.
- 표본을 뽑아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신뢰구간 내에

표본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95%다.
- 표본을 뽑아 조사를 하였을 때 100번 중 95번이

신뢰구간 안에 표본평균을 포함함.
- normal distribution으로 바꿨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있을 확률이 95퍼센트, 1.96시그마의 차이 안에 있다.
- 구간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프로다.

- 신뢰구간이 실제값을 포함하는 비율이 0.95
- 임의로 조사했을 때 해당 신뢰구간 안에 들어 있을

확률

중(B) 0 (없음)

하(A)
1

(0.08)

-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95명이 주어진

구간에 해당될 것

하(B) 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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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비율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비교는 설문 문항 (1)

의 LTE 전환율을 비교할 때와 비슷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 된다. 북한이탈

주민 그룹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신뢰구간은 [80.3%, 86.1%]이고, 결

혼이민자 그룹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신뢰구간은 [81.0%, 85.6%]이다.

따라서 신뢰구간이 겹치므로(실제로는 후자가 전자에 포함된다) 두 그룹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의미하

게 차이가 없다’라고 한 예비교사는 6명이었고, 그 이유 또한 대부분 타당하

였다. ‘판단 불가’라고 답한 예비교사 중 3명은 표본오차(또는, 오차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정보 제공 방식이 ‘평

균과 표본오차’에서 ‘구간’으로 바뀌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뢰구

간이 겹치는지 판단하는 것이 두 비율이 같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설정한 가

설검정임에도 불구하고(Bluman, 2011) 한 명의 예비교사는 유의성 검정을 따

-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률이 95프로
이상이다.

- 둘의 신뢰구간이
비슷하므로…

- 두 신뢰구간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유사하다.
- 잘 모르겠습니다

- 표준편차를 몰라서
판단할 수 없는 듯하다

- 표본오차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

3-(1) 8(0.62) 0 5(0.38)

3-(2)

-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크다.

-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음

- 신뢰구간이 전혀
겹치지 않으므로

-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는다

- 겹쳐지지 않아 평균이
차이날 확률이 높다.

- 구간이 겹치는 부분도
없이 차이가 난다.

- 둘의 신뢰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

- 신뢰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신뢰구간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유의성 검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오차범위가 추가되어야
함

- 잘 모르겠습니다
- 표본오차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
- 표준편차를 몰라서

판단할 수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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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 예비교사는 설문 문항 (1)에서 두 모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두 표본 추정값이 허용오

차보다 크다.’를 선택했으므로 일관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통계적인 추론

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령층 그룹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신뢰구간은 [62.8. %,

65.8%]이고, 농어민 그룹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신뢰구간은 [68.9%,

72.3%]이다. 따라서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두 그룹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8명의 예비

교사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그중 7명은 타당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판단 불가’라고 답한 예비교사 5명 중 3명은 이전 질문

과 마찬가지로 표본오차(오차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1명

은 유의성 검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설문 문항 (2)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예비교사는 신

뢰도(신뢰수준)의 의미를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허용오차’와 같은

생소한 용어 없이 구간으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올바르게 판단하였다. 한편, 표본오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통계적

추론을 할 수 없다는 예비교사의 수도 적지 않다.

2.3 설문 문항 (3)의 결과 및 분석

<표 20> 설문 문항 (3)의 결과

1-(1)
용어를

접한 경로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른 경로
대학교

대학교

다른 경로
없다

[표준오차] 1(0.08) 0 7(0.54) 0 5(0.38)

1-(2)
동의어 신뢰도 신뢰구간

표본

분산

표본표준

편차

유의

수준

뜻이 같은

단어가
없다.

[표준오차] 0 0 0
10
(0.77)

1
(0.08)

2
(0.15)

1-(3) 표준오차의 뜻 오차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오차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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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있다 차이 없다 판단 불가

2-(1) 6(0.46) 3(0.23) 4(0.31)

2-(2)

- 구간이 겹치는

부분보다 겹치지 않는
부분이 더 커서

- 각각 표본평균을 구해
다른 것의 신뢰구간과

비교했을 때, 신뢰구간에
속하지 않거나 구간의

끝에 가깝게 속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 신뢰구간의 중앙값과

표준오차들을 비교한
결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전문업체를 고용한 것의

상한보다 더 높음
상한과 하한의 중간값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다

- 신뢰구간이 대체로
전문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아래에 있으므로.
- 표준오차에 비해 두

평균에 대한 평균(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의

중앙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 신뢰구간이 겹침

- 범위가 겹쳐서
(1개의 응답 이유 없음)

- 유의성 검정을 해야

한다. 신뢰구간을 구한 식
속에서 각각 값을 찾아

검정할 수는 있겠지만
신뢰구간만으로 판단은

힘들다.
- 잘 모르겠습니다

- 표준오차가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다.

(1개의 응답 이유 없음)

3-(1) 3(0.23) 6(0.46) 4(0.31)

3-(2)

- 신뢰구간은 상당 부분

겹치지만, 2-(2)와 같은
이유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 신뢰구간이 차이가

있으므로
- 표준오차에 비해 두

평균에 대한 평균(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의

중앙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 신뢰구간이 겹침

-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더 커서

- 겹쳐진다.
- 2-1과 반대로 구간의

중간값과 상/하한이
비슷하거나 포함되므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 범위가 겹쳐서

- 신뢰구간만 주어졌을

때는 판단이 힘들고
유의성 검정을 위한 다른

정보가 주어져야 할 것
같다

- 잘 모르겠습니다
- 표준오차가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다.
(1개의 응답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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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오차의 뜻에 대한 인지도

대부분 예비교사는 ‘표준오차’라는 용어를 대학교에서 접했거나 접한 적이

없었고, 표준오차의 뜻을 정확하게 하는 예비교사는 없었으며 대부분 표본표

준편차와 그 뜻이 같다고 답하였다. 이는 표본분포의 표준편차와 한 표본의

표준편차를 혼동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MICE 행사 개최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전문업체를 이용하였을 때 MICE 행사 개최 만족도에 대한 신뢰구간은

[3.7701, 4.3251]이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을 때 MICE 행사 개최 만족도에

대한 신뢰구간은 [4.0232, 4.9483]이므로 두 신뢰구간이 겹쳐 두 만족도가 유

의미하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예비교사의 경우 이처럼 판

단한 교사는 3명에 불과했으며, ‘차이가 있다.’, ‘판단 불가’라고 응답한 예비교

사의 수는 각각 6명, 4명이었다. 이 10명 중 절반의 판단 이유를 보면 자료에

서 제시된 ‘표준오차’의 뜻을 정확히 몰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문업체를 이용하였을 때 MICE 행사 개최 만족도에 대한 신뢰구간은

[3.7701, 4.3251]이고, 내부 인력을 활용하였을 때 MICE 행사 개최 만족도에

대한 신뢰구간은 [4.0898, 4.3994]이므로 두 신뢰구간이 겹쳐 두 만족도가 유

의미하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처럼 판단한 예비교사

는 6명이었으며, ‘차이가 있다.’, ‘판단 불가’라고 응답한 예비교사의 수는 각각

4명, 3명이었다. 이처럼 두 질문에 대한 대답 양상이 다른 이유는 설문 문항

(1)의 2-(2), 3-(2)의 대답 양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즉, 두 표본 측정값의

차이가 하나의 표본오차보다 작거나 같으면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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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문 문항 (4)의 결과 및 분석

<표 21> 설문 문항 (4)의 결과

1-(1)

모평균

신뢰구간의
길이 영향

요인

표본의 크기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표본오차 표준오차

응답 수
(상대도수)

13(0.41) 2(0.06) 10(0.31) 2(0.06) 5(0.16)

1-(2)

모평균의 신뢰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는 방법 응답 수(상대도수)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 12(0.39)

표본의 크기가 작아져야 한다. 1(0.03)

표본평균이 커져야 한다. 0

표본평균이 작아져야 한다. 0

표본표준편차가 커져야 한다. 0

표본표준편차가 작아져야 한다. 10(0.32)

표본오차가 커져야 한다. 1(0.03)

표본오차가 작아져야 한다. 2(0.06)

표준오차가 커져야 한다. 0

표준오차가 작아져야 한다. 5(0.16)

2-(1)

모비율

신뢰구간의
길이 영향

요인

표본의 크기 표본비율 표본표준편차 표본오차 표준오차

응답 수
(상대도수)

13(0.39) 4(0.12) 9(0.27) 2(0.06 5(0.15)

2-(2)

모비율의 신뢰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는 방법 응답 수(상대도수)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 12(0.39)

표본의 크기가 작아져야 한다. 1(0.03)

표본비율이 커져야 한다. 0

표본비율이 작아져야 한다. 1(0.03)

표본표준편차가 커져야 한다. 0

표본표준편차가 작아져야 한다. 8(0.26)

표본오차가 커져야 한다. 0

표본오차가 작아져야 한다. 2(0.06)

표준오차가 커져야 한다. 1(0.03)

표준오차가 작아져야 한다. 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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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평균의 신뢰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기 중 모평균 신뢰구간의 길이, 즉 표본오차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표본평균’을 제외한 나머지 네 요인이고,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

표준편차, 표준오차, 표본오차가 작을수록’ 신뢰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대부분 예비교사가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 ‘표본표준편차의 크기가

작아져야 한다’에는 올바르게 응답했지만, 용어의 의미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표준오차와 표본오차에는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나. 모비율의 신뢰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기 중 모비율 신뢰구간의 길이, 즉 표본오차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표본표준편차’를 제외한 나머지 네 요인이고,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준오차, 표본오차가 작을수록’ 신뢰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표본비율의 경

우 가 


에 가까울수록 신뢰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과 에 가까울수록

신뢰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보기는 없다.

모평균에 대한 요인에 대한 응답과 비슷하게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

에는 올바르게 응답하였고, 표준오차 및 표본오차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응답

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표본표준편차’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

한 예비교사가 많았으며, 표본비율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예비교사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이는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모비율의 추정을 배우지 않은 것

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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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설문 문항 (5)의 결과 및 분석

<표 22> 설문 문항 (5)의 결과

1-(1)

선호하는 신뢰구간

표현 방식
응답 수(상대도수)

평균값과 오차 7(0.54)

구간 6(0.46)

1-(2)

선호하는 신뢰구간

표현 방식
선호하는 이유

평균값과 오차

- 저 오차로 다른 것도 계산할 일이 있을 텐데
구간으로 주면 양 끝값 차 구해서 2로 나누는 과정이

귀찮다.
- 평균이 보이는 것이 정보를 파악하기 쉬워서

- 더 깔끔해 보인다.
- 중간값을 아는 것이 추정하는 데 좀 더 편하기

때문에
- 더 알아보기 편하다.

- 구간으로만 알려주면 도대체 뭔 구간인지 이해를 못
할 것.

- 신뢰구간의 중앙 지점이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어서

구간

-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다.
- 눈에 쉽게 보임

- 신뢰구간이기 때문에 구간으로 제시하는 게 한눈에
들어온다.

- 평균을 포함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워서
- 구간으로 제시된 경우 신뢰구간이 시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인식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2-(1)

신뢰구간 관련 용어

교육과정 포함 여부
응답 수(상대도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
10(0.77)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2(0.15)

모르겠다. 0

기타 1(0.08)

2-(2)
신뢰구간 관련 용어

교육과정 포함 여부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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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

- 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통계 용어의 학습도 필요하다.

- 고등학교 때 안 배우니깐 계속 용어끼리 혼동이
온다.

-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 오차범위와 같이 일상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을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아 정확한 개념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 실생활 관련성이 많은 만큼 필요할 것 같다.

- 고등과정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더 학습 결과가
좋을 것 같다.

- 고등학교 때 배운 게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 요즘같이 통계가 난무하는 시대에 꼭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
- 물론, 다양한 용어의 사용이 교육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해당 표현들을
마주쳤을 때 잘 해석해 내기 위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험과 같은 평가에서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되, 따로 실생활과 관련한 수업을 1~2차시 정도

마련하여 해당 용어들과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 실세계의 통계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도 주어지는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따져야 할 것이 많아서 학습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대략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다.

기타

- 4가지 용어를 모두 도입하는 것보다 그중 일부만
도입해야 한다. 통계 단원은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학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4개의
용어를 모두 도입한다면 그 혼란은 더욱 커지고,

문제풀이 방법만을 암기하는 학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위 용어 중 더 중요한 것 1~2개만 다루면

충분하다.

3-(1)

모비율의 추정
교육과정 포함 여부

응답 수(상대도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
11(0.85)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1(0.08)

모르겠다. 1(0.08)

기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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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뢰구간의 표현 방식 선호도

평균값과 표본오차로 제시하는 방식과 구간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선호도

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균값과 표본오차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예비

교사의 주된 이유는 평균값과 표본오차의 크기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었

고, 구간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예비교사의 주된 이유는 신뢰구간이

구간으로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된다는 것이었다.

3-(2)

모비율의 추정
교육과정 포함 여부

선택 이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

- 변량과 비율을 다룰 때 각각의 장점이 존재하므로

그것을 둘 다 학습하고 장점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 실세계에서 많이 쓰이니깐, 모평균의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다루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 더 많은 정보로 합리적인 판단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들에도 등장하므로
- 기존에는 있었던 내용이다. 추가해도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
- 실제상황에서 관련성이 많다.

- 전체 수를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의 비율을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

- 통계가 항상 어떤 양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율로 나오는 통계가 더 의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학습도가 더 높을 것

같다
- 통계적 수치를 읽는 방법과 그 원리를 배운다는

관점에서, 모비율 역시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고
배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신뢰구간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주어지는

자료가 비율인지 평균값인지는 주어진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다.
- 조금 애매하다. 많이 배우면 좋기야 하겠지만

고등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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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뢰구간 관련 용어의 교육과정 도입 여부

교사 대부분이 실생활의 통계 자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뢰구간 관련 용

어를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행 유지’와 ‘기타’를 보면 관련

용어의 종류가 너무 많아 신뢰구간 학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볼

수 있다. 이는 여론조사 정보를 제시할 때 용어와 표현 방식을 통합할 필요

가 있다는 소재홍(2020)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다. 모비율 추정의 교육과정 도입 여부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의 양상을 제시하였을 때, 대부분 예비교

사가 모비율의 추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시 다루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된 이유는 실생활에서 많이 등장하고 본인들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예비교사는 자료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평

균, 모비율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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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과 요약

수학 교수 지식(MKT)과 통계 교수 지식(SKT)의 관점에서 교사가 통계적

추정과 관련된 통계적 소양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려면 교사가 먼

저 관련 소양을 갖고 있어야 한다. 통계적 추정은 통계적 소양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고, 통계적 추정은 살아있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

등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통계적 추정은 신뢰구간을 통한 추정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먼저 실생활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언론 자료와 중앙행정기관 자료 모두 모평균의 추정보다 모비율

의 추정이 더 자주 나타났고, 특히 언론 자료에서는 신뢰구간의 약 99%가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을 다루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여론조사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신뢰구간과 관련하여 실생활 자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용어는 ‘신뢰수

준’, ‘표본오차’, ‘오차범위’, ‘표준오차’ 등이었다. ‘신뢰도’ 대비 ‘신뢰수준’의 용

어의 출현 빈도가 월등히 높았고, 전체 자료 중 절반 정도의 자료에서 ‘표본

오차’ 및 그 유사어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이후에 실생활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의 양상과 기존의 연구에서 강

조하는 신뢰구간 관련 개념 및 통계적 소양을 반영하여 실생활 자료 기반 설

문 조사를 제작하였고, 예비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뢰구간 관련 용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예비교사는 실

생활 자료에서 ‘신뢰도’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는 ‘신뢰수준’이 ‘신뢰도’와 그

뜻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분의 2 정도는 그 뜻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예비교사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언론 자료에서 신뢰수준 다음으로 자주 나타나는 ‘오차범위’라는 용어

는 절반 정도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수업 시간에 접해본 적이 있지만,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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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정도가 ‘신뢰구간’과 그 뜻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예비교사의 수는 매우 적었다. 중앙행정기관 자료에서 세 번째로 자주

나타나는 ‘표준오차’의 뜻을 제대로 아는 예비교사는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

분 그 뜻이 ‘표본표준편차’와 같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허용오차’라는 용어

는 대부분 예비교사가 접해본 적이 없었고, 3분의 1 정도만 대학교 수업 시

간에 접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접해본 예비교사

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극소수의 예비교사만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대

부분의 다른 예비교사는 마찬가지로 그 뜻을 잘 모르는 ‘표준오차’와 그 뜻이

같다고 답하였다.

다음은 실생활 자료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을 이용한 통계적 추론에 관한

결과이다. 모비율 및 모평균 추정 여부에 상관없이 객관식 문제에서는 2분의

1 정도의 예비교사가 ‘두 추정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보다 더 큰 경우에 유의

미하게 차이 있다’라는 판단 기준을 근거로 답하였고, ‘각 추정값의 신뢰구간

이 겹치지 않으면 유의미하게 차이 있다’라고 판단한 교사는 3분의 1 정도였

다. 한편, 주관식 문제에서는 신뢰구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 두 추정값에 대하

여 과반수가 ‘차이 있다’라고 답하고 한 신뢰구간이 다른 신뢰구간에 거의 포

함되는 두 추정값에 대하여는 2분의 1 정도가 ‘차이 없다’라고 답하였다. 그

반면에, 두 추정값의 차이가 각 표본오차보다 크지만 두 신뢰구간이 겹칠 때

는 과반수가 ‘차이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과반수

의 예비교사는 명확한 기준 없이 모르는 용어의 등장 여부와 대답 방식에 따

라 일관적이지 않은 통계적 추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두 신뢰

구간을 비교하는 분명한 기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추정 교육과정에 대한 예비교사의 의견과 관련 결과이

다. 교육과정에서 모평균의 추정만 학습한 예비교사들은 모평균의 추정 대비

모비율의 추정에서 신뢰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

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 예비교사는 실생활 자료에서 모비율

의 추정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교육과정에서 모비율의 추정을

다시 다루는 것에 찬성하였다. 한편, 예비교사는 신뢰구간을 제시하는 방식

중 ‘구간’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간을 보여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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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균값과 표본오차’로 표현하는 방식은 중앙값과 표본오차의 크기를 명

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특장점이 있다고 답하였고, 두 방식의

선호도는 비슷하였다.

2 제언

먼저 설문 조사에서 다룬 통계적 추론과 관련하여 제언한다. 언론 자료 중

모비율의 추정이 등장하는 자료 대부분은 여론조사를 다루고 있으며, 김현철

(2003)에 의하면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 ‘오차범위

밖’ 등의 표현을 이용하여 자주 비교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그 의미를 명

확히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예비교사에게 물었던 통계적 추

론, 즉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두 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하는 능력을 학생들이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 교

사 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를 상대로 한 관련 교육을 선행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모비율의 추정과 관련하여 제언한다. 실생활 자료에서 모비율의

추정이 모평균의 추정보다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과 대부분 예비교사가 모비

율의 추정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을 찬성한다는 점, 그리고 모평균의 추

정만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예비교사들이 모비율의 추정에서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적 소양과 통계적

사고의 측면에서 모비율의 추정을 이후 교육과정에서 다시 다루는 것을 제안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구간 관련 용어와 표현 방식과 관련하여 제언한다. 신뢰구간

을 제시하는 방식 중 ‘구간’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간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평균값과 표본오차’로 표현하는 방식은 중앙값과 표

본오차의 크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특장점이 있다. 그뿐

만 아니라 실생활 자료에서 신뢰구간 관련 용어의 빈도를 고려했을 때 ‘평균

값과 표본오차’ 표현 방식을 상당히 자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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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과정에서 신뢰구간을 다룰 때 ‘구간’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평균값과

표본오차’ 표현 방식도 다룰 것을 제안한다. 이 맥락에서 기존에 다루지 않았

지만, 실생활 자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본오차’, ‘허용오차’ 등 신뢰구간 관

련 용어를 함께 다루어 학교에서 배운 통계적 추정 지식을 실생활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계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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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statistical literacy is emphasized for the purpose of statistics

education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order for

students to have statistical literacy through statistics education, teachers

must first have statistical literacy. Statistical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 are statistical knowledge which are essential to develop statistical

literacy, and only statistical estimation is taught in the secondary

curriculum of South Korea. The core of statistical estimation in the

secondary curriculum of South Korea is to estimate the interval for the

parameter by obtaining the confidence interval. Consequently, the teacher

must have statistical knowledge on the confidence interval for students to

develop the same statistic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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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is necessary to deal with real-world data, and the core of

statistical thinking is to combine statistical areas and contextual ones.

Therefore, this study first identifies the aspects of the confidence interval

in real life data, explores the statistical literacy which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make use of them, and analyzes whether prelimanary

teachers have such statistical literacy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of teaching. In the survey of real-life data, mass media data and

government office data are selected to investigate aspects related to the

confidence interval(e.g. type of estimated parameters, related terms,

expression method of confidence interval). The survey of preliminary

teachers is conducted making use of real-life data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real-life data and behavioral objectives that can measure

statistical literacy prepared in previous studies, and asks about knowledge

and statistical reasoning on confidence interval.

As a result of the study, data from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edia data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population ratio estimation is

higher than that of population mean estimation, the term "reliability level"

appeared more often than the term "reliability", and the term “sample

error” and its similar ones as well as the term “standard error” appeared

frequently. Based on this, the statistical literacy on confidence interval

which prelimanary teachers must have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fidence intervals on both population mean and population raio and

interpret data in various contexts, to exact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erms related to the confidence interval and utilize them in a proper

manner, and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the

confidence interval including sample error in various contexts. Reflecting

the statistical aspects of real-life statistical data and the above literacy,

preliminary teachers were asked if they had relevant statistical literacy.

As a result, many preliminary teachers did not properly grasp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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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factors in the estimation of the population ratio,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terms related to the confidence interval not

covered in the curriculum was low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 estimated

parameters. In addition, most preliminary teachers suggested that the

estimation of the population ratio be dealt with again in the curriculum as

well as the terms related to the confidence interval that appear in real life

data.

keywords : statistics education, confidence interval, statistical

literacy, MKT, SKT, preliminar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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