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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확률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확률의 조기교육 가능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그 지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아동의 확률인지 관련 연구문헌의 심리학적, 발달론적, 교육학적
측면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아동의 올바른 확률적 직관과 비결정론적 태도의 습성 기르기 위
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모델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만 5세
아동 대상의 활동사례를 통하여 예시하였다.
주요어 : 확률지도, 확률인지, 확률적 추론, 확률적 직관, 통계적 사고
Ⅰ. 서론
최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수학교육의 양태가 정보화,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그런 변화의 하나는 확률 및 통계 영역이 모든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기초지식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의 교육계, 기
업, 산업체 등에서 ‘양적 정보에 대한 이해(Quantitative Literacy)’가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기본자질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
도 제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통계를 관계 단원의 일부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현행 제7차 교
육과정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자료분석을
통한 통계 활동을 초등학교의 전 학년에 걸쳐 강조되고 있으나, 확률은 6학년에서 ‘경우의 수와
확률’ 이라는 주제로 처음 소개된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확률 영역은 우리나라에 비해 보
다 저학년에 소개되고 있다. 미국 NCTM(1989)의 ‘학교수학의 교육과정 및 평가준거’에 의하면 유
치원부터 4학년까지 “우연의 개념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국 The
National Curriculum(1996)의 교육과정에 의하면 ”확률을 이해하고 사용한다“라는 주제하에 3학년
부터 6학년 동안 경험해야 확률 활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재인용, 이수정, 2000).
○경험과 실험을 통하여 확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어떤 사건이 불가능과 확실한 것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안다.
○똑같이 일어나는 경우에 기초한 확률과 실험적인 증거에 의존해야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확률적인 상황을 인식한다.
전통적으로 확률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치기에 매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
한 인식은 피아제식(Piajetian) 인지발달의 단계이론에 기인한 관점으로 확률을 전형적인 수학적
모델, 즉 비율과 집합이론에만 의존하여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다. Fishbein(1975)의 대안적 관점은
인지발달의 초기 단계인 아동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확률적 직관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직관을 토대로 확률 개념의 조기 교육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초등학교 하위 학년 수준에 확률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수반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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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발달 수준에 따라 아동들은 어떠한 확률 개념을 갖고
있는가?, 아동들의 직관적 확률과 학교수업에서 소개되는 형식적 확률(formal probability)간에 어
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각 학년 수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확률 개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전통적인 수학 및 다른 주제
들과 어떻게 조화시켜 가르칠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이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
해 보고, 이를 토대로 아동기에 적합한 확률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확률인지 관련 연구 동향을 발달론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후, 아동기 발달 수준
별 확률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 모델을 구체적인 활동사례와 함께
예시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확률인지 관련 연구동향
심리학자, 수학교육자, 통계 교육자들에 의한 아동의 확률적 판단 및 추론에 관련된 연구 문헌
은 몇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연구 관점을 제시한다. 연구 문헌은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심리학자들에 의한 연구로 아동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를 기술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관념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탐구하는
것이며, 나머지 유형은 주로 수학 및 통계 교육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로 확률적 판단이나 추론
능력이 교수개입에 의해 수정, 발달 가능한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1. 誤개념과 전략에 관한 연구
확률적 추론 및 판단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사고하는 과정
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비형식적인 추론 규칙 혹은 전략에 관심을 두어 왔다. 이들 연구에 의
하면 학생들은 학교 수업 이전에 이미 상당한 사전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비록 이러한 사전 지식
중 일부는 신뢰할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오류이거나 편향과 같은 옳지 않거나 잘못 유도
된 誤개념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誤개념 중 일부는 뿌리깊은 것으로, 단순히 확률
법칙이나 통계규칙에 빈번히 노출시키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Shaughnessy, 1982).
연구문헌은 이러한 誤개념의 유형을 최소한 다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직관적
발견전략’(intuitive heuristics)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다소 체계적이고 확률적인 특성의 誤개
념이며(Kahneman과 Tversky, 1982), 다른 하나는 본질상 비확률적인 것으로서 인과체제, 신념체
계, 기타 결정론적 태도에 근거한 誤개념이다(Konold, 1989, 1995; Shaughnessy, 1982).
1) 직관적 발견전략에 근거한 오류
Tversky와 Kahneman(1983)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사건을 분석하는 데 있
어 확률 법칙이나 통계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에 국한된 몇 가지의 직관적
발견전략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많다. 여기서 직관적 발견전략이란 ‘추론에 있어 의도적이
든 아니든 간에 일상적 평가(natural assessment)에 의존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류의 한
대표적인 예로서, 남녀 출생에 있어 ‘남-여-여-남-여’의 순서로 출생할 확률이 ‘남-남-남-남-남’의
순서로 태어날 확률보다 더 높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오류는 표본의 확률을 표본과 모집단간의 유
사성 혹은 대응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남-여-여-남-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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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생이 남녀 구성이 거의 반반인 모집단의 구성비율에 더욱 유사하고 성별결정의 우연성을 더
욱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직관적 발견전략에 의한 오류의 또 다른 예로 ‘가용성’(availability)이 있다(Kahneman &
Tversky, 1972). 추론에 있어 사람들은 종종 사건의 사례를 자신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정도나 혹
은 그 사건의 사례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처음 글자가 ‘r’로 시작
하는 영어 단어의 빈도와 세 번째 글자가 ‘r’로 되어 있는 영어 단어의 빈도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글자가 ‘r’로 시작하는 단어의 수가 훨씬 많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첫 번째 글자에 따라 단어를 탐색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행해진다. 이러한 발견전략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단어의 빈도 추
정, 인성 판단, 의학적 진단, 정치적 예견 등 추정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서 자주 볼
수 있다(Tversky and Kahneman, 1983).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오류는 통계전문가의 추론과 판단과
정에서도 흔히 관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직관적 발견전략에 의한 추론이 항상 심각한 오류나 편견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정
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러한 발견전략은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교육자로서 우리의 과제는 직관적 발견전략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과
도움이 되는 상황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차이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 그들이 사고하는 방법에서 오류가 있다기 보다는 직관적 전략의 유용성을 너무 지나치게 일
반화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일이 필요하다.
2) 결정론적 사고에 근거한 오류
한편 결정론적 사고에 기인하여 추론과정의 오류를 설명하려는 연구자들이 있다. 이들은 직관적
발견전략만으로 추론과정의 오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사람들은 또한 결정론적 태도, 즉 인
과 기제, 개인적 신념, 혹은 사건의 비확률적 해석에 의해서 추론을 수행함으로써 오류를 야기시
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 영역에서 대표적 학자인 Konold(1989, 1995)는 이러한 결정론적인 태도에
의한 오류의 한 모델로서 소위 ‘결과적 접근방식’(outcome approach)을 제안한다. 이 모델에 따르
면 사람들은 흔히 확률적 문제를 개별 시행함에 있어 예측의 성공 여부가 그 목표인 것으로 해석
하는 데에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보자와 통계 전문가 사이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불
확실한 사건에 이러한 인과적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Konold(1989)에 의하면 학생들은 어떤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을 묻는 문제를 ‘한 번 시행했을 때
그 경우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正誤 판단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결과지
향적 성향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예측이 ‘한 번 시행 후 옳은지 틀린지’로 평가했으며, 이 때 확률
로서 할당된 수치는 자신들이 지각한 인과적 판단이 옳을지 틀릴지의 강도를 측정한 값으로 파악
된다.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얼마인가?”라는 문제를 물어보았을 때, 결과적 접근을 하
는 학생들은 자신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날지의 정도 즉 자신이 예언한 날씨가 내일 참일지 거짓
일지의 정도의 문제로 질문을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50% 미만의 확률은 비가 오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고, 50% 이상의 확률은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또한
50% 확률은 어떤 예언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결정론적 사고에 기초한 誤개념은 교수학습과정에 있어 직관적 誤개념의 경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확률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은 결정
론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매우 이상하고 모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습자들의 ‘신념적 장벽’을 헤쳐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Konold, 1989). 이를 위해

- 3 -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일한 결과가 아닌 표본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문제의 초점을 맞추도록 가르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분포에 대한 인지구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Shaughnessy(1982)는 우연 혹은 불확실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신념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실험적 활동 중심의 접근이 유일한 학습방법이라고 주장한다.
2. 발달론적 연구 : 두 가지 관점
지금까지 확률인지의 발달은 연구의 주된 관심영역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확률의 개념 및 그
발달적 측면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 하나는 Piaget와 Inhelder(1951,
1975)의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Fischbein(1975)의 견해이다. 前者는 피아제의 개념 발달 모델의
관점에서 형식적 확률(formal probability)의 개념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 後者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되는 확률 개념의 인지구조가 있다는 측면을 중시한다. Piaget의
엄격한 형식적 조작 기준과는 달리 Fischbein의 관점은 건전한 확률적 직관에 기초한 조기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한다.
1) Piaget와 Inhelder의 이론
Piaget와 Inhelder에 의하면 확률이란 우연(chance)과 비율(proportions)의 이해에 기초한 개념으
로, 부분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 그들은 무선생성기제
(random generating devices)와 같은 다양한 확률적 과제를 수행하는 임상적 실험에서 아동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 반응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아동들의 발달 단계를 추론한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아동들의 확률 개념은 세단계에 걸쳐 발달한다. 전조작기에 있는 아동들은 우연과 필수
현상을 명백히 구별하지 못한다.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동들은 확률 추정의 기초적인 형
태에 한해서 우연과 필수 현상을 구별할 수 있지만, 그 확률 추정에 확신을 갖지는 못한다. 형식
적 구인으로서 확률 개념은 단지 형식적 조작기에만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어떻게 우연 혹은 불확실성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가? Piaget과 Inhelder는 불확실성
에 대한 이해는 우선 물리적 현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조작기의
아동들은 구체적인 조작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리적 체계에서 어떤
결과로 산출되는 因果 메카니즘(causal mechanisms)을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자연히 그들은 필연
적 현상과 우연적 현상을 구별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일반
적으로 모든 결과는 예견할 수 없는 하나의 기적으로 파악될 뿐이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들의 추
론은 논리적 사고에 기초하기보다는 흔히 지각된 외형 혹은 상태에 기초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들의 주된 추론 양식은 바로 추측(guessing)이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들은 확률 추정의 기초적인 형태에 한해서 우연과 필연 현상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아동들이 구체적 조작과 관련된 因果 메카니즘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예견 가능한 유형
의 결과와 그렇지 못한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우연의 현상, 즉 예견할 수 없는 결과는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과 같은 특정한 非因果的 법칙에 따른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Nisbett et.al., 1983). 이 시기의 아동들은 확률 추정에 있어 나름대로의 전략을
흔히 사용하지만, 그 전략은 확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그들은 추상적 사고나 논리에 의한 내
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본공간(모든 가능한 경우의 전집)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조합분석을 할 수 없으며, 상대적 빈도에 의한 비율로서의 확률을 이해하지 못한다.
세 번째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서야 아동들은 확률적 실험에 대한 추상적 모델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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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학적 원숙함이나 조합분석 능력을 발달시키고 조합적 확률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Piaget와 Inhelder의 관점에서 확률 개념은 형식적 조작과 우연 개념의 통합을 의미한다.
확률 개념에 대한 Piaget과 Inhelder의 발달이론은 이후 많은 연구의 관심이 되어 왔다. 지금까
지 행한 연구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1세부터 16세까지의 영국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한
Green(1979, 1983)의 연구이다. 그 연구의 목적은 피실험자들의 확률인지 발달 수준 및 불확실성
에 대한 확률적 개념과 언어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Piaget식의 다양한
확률 실험, 즉 樹型圖(tree diagram), 무작위적 분포의 시각적 표상, 색상 차별의 원형 회전판, 구
슬 뽑기 등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동들이 16세까지는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피실험자의 대부분은 조합분석에 필요한 樹型圖와 곱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부
족했고, 경우의 수를 계측하는 과제보다 비율과 관련된 과제에서 훨씬 저조한 수행능력을 보였다.
이것은 추측컨대 비율로서의 확률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를들면,
피실험자중 거의 50%는 3개의 검정구슬과 1개의 흰구슬의 꾸러미에서 보다는 6개의 검은 구슬과
2개의 흰구슬의 꾸러미에서 검은 구슬을 뽑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잘못 선택하였다. 또한 피실험
자들은 ‘최소한’, ‘일정한', ’불가능한‘과 같은 확률에 대한 일상적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함에 있어
취약성을 보였다. 게다가 무작위성에 대한 개념은 거의 전적으로 부족한 바, 그들의 대다수가 사
각형의 격자위에 뿌려진 눈송이의 무작위적(random) 분포와 작위적(nonrandom) 분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위에서 논의된 Piaget의 관점, 즉 형식적 조작 이전에 아동
들은 확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역을 규정짓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적절한 연구 방법에 의존해 왔다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Piaget의 추종자들은
“아동들이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Piaget식의 도구와 기술에 그들의 연
구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아동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추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일부 학자들은 Piaget, Inhelder, Green 등의 확률인지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문제점
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들에 의하면 조합분석은 확률 개념과 분리되는 다른 개념들의 집합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분석의 적용은 확률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무
작위성, 독립성, 표본, 분포, 그리고 모수치 등의 확률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은 조합분석과 어떤
개념적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확률을 생각할
때 조합분석을 떠올리는 것은 그들이 확률을 전형적인 집합이론에만 의존하여 교육을 받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본 연구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이론적 바탕이다.
2) Fischbein의 대안적 관점
Fischbein(1975)은 확률개념의 발달에 대한 Piaget와 Inhelder의 관점과 상당히 상반되는 이론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은 형식적 확률 개념보다는 그 전조(前兆)나 사전 지식으로서의 직관
(intuitions)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직관은 일종의 ‘인지적 신념’(cognitive beliefs)으로
서 그 개인에게는 즉각적이고, 보편적이며, 그리고 암묵적으로 분명한 것이다. 그는 직관을 지적
행동의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하면서 두 유형의 직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 하나는 ‘일차적
직관(primary intuitions)’으로 체계적인 교수개입 없이 단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신념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이차적 직관(secondary intuitions)’으로 직접적인 교수개입, 혹은 어떤 문화적 공동체
내에서의 경험에 의해 습득한 再구조화 된 신념체계이다. 일차적 직관이 이차적 직관으로 전환되
는 과정은 점진적인 방식이 아니라 단박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Gastalt 심리학에서 말
하는 “아!”라는 경험, 즉 문제해결 과정에서 해답을 발견 혹은 통찰하는 순간과 흡사하다. 1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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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에서 2차적 직관으로의 전환은 교육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Fischbein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직관의 두 유형은 둘 다 동전의 양면성을 띄고 있다(Cobb, 1989). 직관은 개인으로 하여금 실재
를 단순화시켜 지적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하지만, 또한 실재에 대해 誤개념을 부추기
거나 誤認시킴으로써 잘못된 지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Fischbein은 비
직관적인 것에 대한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최초의 인지적 신
념과 상충되는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확률과 통계와 같은 분야에서 더욱 그 중요성을 띤다. 이러
한 Fischbein의 견해는 확률을 가르치는 기본 요소로서 적절한 확률적 직관을 계발할 필요성을 일
찍이 역설한 Feller(1968)의 입장과 일치한다.
Fischbein은 일련의 분절된 발달단계에 따라 개념의 발달이 일어난다고 보는 Piaget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그의 이론에 있어 주된 가정은 인지란 근본적으로 단일한 것(unitary)으로
서, 단지 응용할 때 그 수준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확률 개념이란 Piaget가 말하
는 것처럼 사고과정의 특정한 유형(예; 보존개념, 가역성)이라기보다 개괄적이고, 근원적인 인지과
정의 응용영역을 의미한다(Hawkins and Kapadia, 1984).
또한 Fischbein은 개념 형성에 있어 '자발성'(spontaneity)의 정도에 대해 Piaget와 견해를 달리
한다. Piaget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의 형식적 조작과 우연의 개념은 확률적
해석을 할 때 자발적으로 융합된다. 그러나 Fischbein은 형식적 조작과 우연의 개념은 서로 다른
독특한 인지구조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수개입 없이는 두 개의 인지구조가 좀처
럼 융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결정적 해석과 우연적 해석은 동시에 존재하며,
아동은 이 두가지 가능한 해석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 망설이다가 흔히 그 현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결과한다고 주장한다.
Piaget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계발하는 개념을 관찰하고 완벽한 개념의 결여에 관심을 둔 반면,
Fischbein은 부분적으로 형성된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의 사회적 중재에 의한
수정, 발달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Piaget의 관점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 이전에는 확률 개념을 습
득할 수 없으며 가르칠 필요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Fischbein은 올바른 확률적 직관이 학
령 이전 단계(7세 이하)의 아동들에게서도 형성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인 영향이나 현행
학교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때문에 단지 결정론적인 측면만이 부분적으로 계발되고 있다고 주장한
다.
Fischbein의 대안적 관점은 아동들의 확률 개념을 어떻게 수정,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확률 개념을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와 같은 교육적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촉진시키고 있다. 아동들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아동들에게 그 일 혹은 그와 관련된 일을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 그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Fischbein의 견해에 근거한 교육철학적 입장을 수용한다는 것만
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즉 아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효과
적인 교수개입을 통하여 어떻게 아동의 확률적 사고를 증진시킬 것인가를 밝힐 수 있는 연구들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수개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난 40년 동안 통계 및 수학 교육자들은 확률과 통계의 주제들을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Doherty, 1965; Jones, 1974; Leake, 1962; Leffin, 1971; McKinley,
1960; Mullenex, 1968; Shulte, 1968; White, 1974). Leffin(1971)과 Jones(1974)의 연구는 IQ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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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률 과제 수행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 요인으로 지적했다. McKinley(1960), Shulte(1968),
White(1974) 등의 연구는 확률 개념에 있어 아동들의 성취는 확률에 대한 단위학습 후에 의미있
게 증가했으며, 그 성취의 정도는 계산 능력, 개념 획득, 독해력, 언어 능력, 일반수학 성취도 등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초기의 연구들은 교수개입의 진정한 효과를 밝히기에
는 너무나 짧은 기간의 단위학습에 의존했거나 통제집단이 없는 실험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상의 연구 유형과는 달리 심리학자들은 교수개입이 확률적 개념이나 직관에 간접적으로 미치
는 효과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Fong, Krantz, & Nisbett, 1986; Fischbein & Gazit, 1984;
Nisbett et al., 1983).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확률 교육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적절한 확률적
직관을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건전한 직관적, 확률적 사고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학습 상황에서 학습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중 가
장 대표적인 것은 Fischbein과 Gazit(1984)의 연구이다. 그들의 확률 교수 프로그램에 담겨진 대부
분의 개념은 5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것이었다. 6, 7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표성 효과, 도
박사의 오류(gambler's fallacy) 등과 같은 직관에 근거한 誤개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 프로그램은 사전에 계산된 확률(이론적 확률)과 경험적으로 획득한 빈
도(경험적 확률)간의 관계를 강조는 것으로, 다양한 실제적 활동(예컨대, 구슬 꾸러미, 주사위 굴
리기, 한정된 상황에서의 산출 결과 세기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 직관에 대
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비율적 추론을 향상시키지는 못
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Fischbein과 Gazit은 확률적 사고와 비율적 추론은 서로 다른 독특한
인지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율적 추론 능력이 부
족한 아동들도 효율적인 직관적 인지구조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확률 직관에 대한 교수개입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Kahneman & Tversky, 1972; Rubin et al., 1988; Well et al., 1990). Kahneman, Tversky, Well
과 그의 동료에 의한 연구 결과는 일련의 교수개입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여전히 대수법칙이
나 표본분포에 대한 오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한다. Konold(1995)는 일련의 그의 연구 결과와
다른 연구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한다. 학생들은 수업이전에 통계와 확률에 대한 대체로
옳지 않은 직관이나 이론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이러한 직관이나 이론은 쉽게 변경하기가 힘들
며,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특정한 상항에 대하여 다중적인 그리고 흔히 모순되는 신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확률 및 통계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단순히 확률
및 통계에 더 노출시킨다고 해서 직관적 발견에 기초하고 있는 체계적인 오류를 극복할 수는 없
다는 것이다. Shaughnessy(1982, 1992)는 직관은 언어적인 설명만으로는 수정, 개발될 수 없으며
건전한 직관을 개발해주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실제적 활동에 참
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인지적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도 아동은 의미 있고 유용한 방식으로 확률적 정보를 처리할 능력
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다. 미국에서 교육과정의 국가적 평가(NAEP: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의 한 과제로 행해진 확률 개념에 대한 대규모 표
본조사에 의하면 아동들은 아주 기초적인 확률 상황에서 어떤 직관적 관념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
의 아동들은 이러한 직관을 수학적으로 묘사할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직관적 관념은 나이
에 따라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Carpenter et. al., 1981). Schlottmann과
Anderson(1994)의 정보통합이론(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에 기초한 연구에 의하면, 크레용
을 상품으로 하는 룰렛유형의 게임에서 만 5세 아동조차도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확률 기대치의
개념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Cosmides and Tooby(1996)의 연구는 어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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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교수방법을 통해 올바른 확률 사고를 위한 직관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한편 연구에 관련된 교사들의 자질 부족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Beyth-Maron
과 Dekel(1983)은 새로운 통계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함께 일한 교사들 스스로가 그 교과 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고한다. 또한 Rubin과 그의 동료들(Rubin et al., 1988)은 교사들의 사
전 지식이 단순한 공식을 넘어서 추론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러한 적임교사의 부재는 학교 수준의 통계교육에 있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예
비교사와 현직 교사를 위한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III. 아동기 확률지도 방안
1. 발달수준별 교육과정
각 학년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은 당연히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앞서
고찰한 연구문헌을 토대로 아동의 확률 인지 및 통계적 사고의 능력을 다음의 네 단계 발달 수준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각 수준별로 나누어 논의하고
자 한다.
○ 非통계적 단계. 우연이나 무작위적 현상에 대해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 ;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반응은 개인적 신념, 결정론적 모델, 인과체계, 단일한 결과의 기대 등에 기초한다.
○ 초보적 단계. 우연과 무작위적 현상에 대해 다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경험에 기초한 비규범적인 반응으로서 대표성, 가용성 등의 직관적 전략이나
결정론적 태도에 의존하다.
○ 출현적 단계. 단순한 문제에 한하여 규범적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 ; 직관적 신념과
수학적 모델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며, 확률과 통계에 대한 다소의 교육을 받았다.
○ 활동적 단계. 우연과 무작위적 현상에 대해 다양한 수학적 모델을 비교, 대조,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수준 ; 통계와 확률에 대한 상당한 교육을 받았으며, 다양한 모델에 대한 가정과 한계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초등학교의 하급생들 대부분이 해당하는 발달 수준이다. 이 수준의 학습자들은
우선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많은 자연현상과 사건들이 결정성의 원리에만 의존하여 설명
할 수 없으며, 변이성이나 불확정성, 비결정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
러한 이해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탐구 활동을 통해 올바른 확률적 직
관과 비결정론적인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이 수준의 학습자들에 대한 확률과 통
계교육은 친숙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건전한 확률적 직관을 형성함으로써 결정성에 물들기
전에 비결정론적인 태도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우연과 무작위적 현상에 대해 다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초등학교의 상급
생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준의 학습자들은 흔히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구축된 비형
식적인 추론규칙이나 직관적 발견전략을 갖고 있으나, 불행히도 이러한 추론규칙이나 직관적 전략
은 대부분 옳지 않으며 또한 흔히 쉽게 수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업에 있어 명백한 장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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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장애는 단순히 확률법칙이나 통계원리에 빈번히 노출시킴으로써 결코 극복
될 수 없으며, 더구나 학습내용이 일상생활에서의 확률적 판단이나 통계적 의사결정에 전이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통계교육은 학습자들 스스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자료의 전체적인 패턴과 패턴에서 벗어난 현상(잔차)의 무작위성을 탐색하고, 단순한 문제에 한하
여 개인적 직관에 기초하여 예측하고, 자료와 대조하여 예측을 검증해 봄으로써 기초적인 확률 개
념과 통계원리를 습득하고, 궁극적으로 통계적 사고의 습성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 수준의 학습자들은 양적 정보의 생산자 혹은 전달자의 역할보다는 정보의 수요자로서의 역할
이 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신문, 잡지, 방송매체 등에 의해 범람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단순한 문제에 한하여 규범적인 확률법칙이나 통계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준의 확률 및 통계교육은 학
습자들이 스스로 흥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특성과 구조를 탐색하도록 하며, 수학적 모델을 비교, 대조, 선택, 적용하는 과정
을 통해 확률 법칙 및 통계적 추론의 원리를 습득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
이 현대 정보사회에서 실제적 문제해결 도구로서의 통계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도록 해야하며,
동시에 수학적 모델에 내재한 가정에 따른 통계의 한계를 숙지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양적 정보를
다양한 비형식적 표상체계뿐만 아니라 상징적 표상체계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
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에 해당하는 수준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이상의 모든 수준별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탐구하는 실제 활동에 근거한 문제해결 학습이다. 이것은 확률 법칙이나 통계
적 기법, 그 자체를 피상적으로 전수하는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탐색적 자료분
석 방법과 확률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우연의 메카니즘과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에 노출시킴으로써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급에서 이러한 실제
활동 중심의 문제해결 학습을 실천함에 있어 프로젝트에 의한 소규모 집단의 협동학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교수학습의 개념적 모델
1) 확률에의 점근방식
확률은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며, 많은 철학적 이슈를 내재한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되어 왔다. Hawkins & Kapadia(1984)에 의하면 확률의 개념은
최소한 아래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 이론적 확률(Theoretical probability) - 표본공간에서 모든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같다는
가정에 기초한 확률, Baysian 통계에서는 ‘사전 확률’(a prior probability)로 명명된다.
○ 빈도 확률(Frequentist probability)- 실험의 반복되는 시행에서 관찰된 서로 다른 결과들
의 상대적 빈도에 의해서 계산된 확률, 소위 경험적 확률(empirical probability)이다.
○ 형식적 확률(Formal probability) - 확률의 수학적 법칙을 사용하여 정확히 계산되는 확
률, 소위 객관적(objective probability) 혹은 규범적(normative probability) 확률로 알려
져 있다. 그 수학적 근거는 이론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에 내재된 가정을 모두 반영한다.
○ 주관적, 직관적 확률(Subjective and Intuitive probabilities) - 다소 적거나 많은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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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개인적 인식이나 신념에 기초한 확률이다. 이러한 확률은 형식적 확률에 대한
미발달된 예비 지식으로 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확률과 직관적 확률을 구분 없이 사용한다.
이상의 관점들은 서로 상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가장 심각한 논쟁의
이슈가 되는 것은 빈도적인 표현과 주관적인 표현간의 긴장이다. 주관적 확률은 학교교육에서 가
장 경시되어온 영역이다. 특히 빈도학자들은 학교학습에서 주관적 확률을 취급하는데 대해서 반대
하는 입장이다. 그들은 통계 초보자들에게 주관적 확률을 허용하는 것은 객관적, 형식적 확률 지
식의 습득에 혼돈을 야기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확률만이 조기에 아동에게 확률 활동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입장이다.
첫 번째 이론적 확률에의 접근은 확률에 대한 전통적 접근으로, 사건의 동일한 발생 가능성에
근거한 확률이다. 표본공간에서 모든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같다는 것은 결국 확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아동들에게 확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확률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순환
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동일한 발생 가능성의 가정은 흔히 어린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습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주사위 던지기에서
아동에게 1이나 6이 나올 가능성을 물었을 때, 흔히 6이 나올 가능성이 1 보다 훨씬 희박하다고
생각하거나 믿는다. 추측컨대 이러한 인식이나 신념은 게임(예, 윷놀이)에서 6을 간절히 기대해본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직관으로 이론적 확률과 모순되는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이러한
誤개념은 아동들에게 좀처럼 극복하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어린 아동에게 바로 적
용될 수 없다.
확률에 대한 두번째 접근은 경험적 확률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접근방식은 이론적 개념을 실제
시행한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뚜렷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일련의 실험 결과에 의해 결정된 값으로 확률을 정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개념적 어려움이 따른다.
무한한 횟수의 실험을 시행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결코 정확히 확률을 평가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똑같은 실험적 조건 하에서 시행을 반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교육의 실
제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은 별 상관할 바가 아닐 수도 있으나, 경험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주관적 확률에의 접근은 유아기 통계교육의 기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확률에 대한 주
관적 접근은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개인적 평가로서의 잠정적 확률에서 출발하여 관찰에 의한 경
험을 축적함으로써 점차 정확한 확률 추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에 내포된 가장
중요한 가정은 아동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최초의 인식이나 신
념을 갱신하거나 수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이 주사위 던지기에서 6이 다른 수
보다 출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아동으로 하여금 수십 번 이상의 시
행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6과 다른 수의 출현 빈도를 비교해보도록 함으로써 그 발생 가능성이
같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관적 확률에서 출발하여 경험적 확률에 대한 토
대를 쌓은 후 점진적으로 이론적 확률의 이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제시한다.
주관적 접근은 다른 접근방법 보다도 훨씬 정교하며 철학적으로 만족스러운 방법이다. 또한 다
른 접근방법이 직면하는 교육적 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가장
건전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적 지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율에 대한 숙지를 필요로 하는 이론
적 확률이나 형식적 확률과는 달리 주관적 확률은 단지 인지되는 가능성의 비교에만 의존한다. 따
라서 주관적 확률은 형식적 조작기 이전 단계의 이른바 수학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아동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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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하다. 또한 주관적 접근은 다른 접근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포함한 광범위한 상에
대해서도 확률 부여가 가능하며, 실제적 활동 중심의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2) 교수학습의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수학습방법은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아동의 확률적 직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실제적 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올바른 확률적 판단이나 통계적 의사결정으로 이끄는 과
정을 제시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은 주관적 확률에 근거한 Baysian 추
론의 절차와 과정, 즉 Baysian 추론의 페러다임을 응용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학습은 관
찰하기, 문제제기하기, 가설 혹은 모델 설정하기, 자료 수집 혹은 실험을 통해 자료 만들어 보기,
그림이나 표로 나타내기, 결과 해석하기, 가설 혹은 모델 수정하기 등의 절차에 따라 반복,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교수-학습 모델>
도
입

전
개

마
무
리

관찰
↓
문제제기
↓
가설 및 모델설정
↓
실험 및 자료수집
↓
자료제시
↓
결과해석
↓
가설 및 모델수정

<교사와 유아들의 활동>
관찰하기
질문하기
예측 및 이유제시
실험과 자료수집
자료의 표상(그래프 또는 도표화)
결과에 대한 기술 및 토론
반복질문을 통한 예측수정 및 이유제시

[그림 1] 확률적 사고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이것은 귀납적 사고에 연역적 사고를 연계한 반복, 순환의 과정으로 과학적 사고의 일반화된 모
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모델 하에서의 학습은 다음의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 아동은 확률이나 통계에 대한 전형적인 사고와 유사한 이론이나 직관을 갖고 있다.
○ 아동은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이론이나
신념은 수정 가능하다.
○ 최초의 이론이나 신념은 흔히 확률이나 통계적 규칙에 기초한 추론과 모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수정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수정에 대한 저항은 활동 중심의 접근을 통한 실제적 경험에 노출시킴으로써
극복 가능하다.
교수학습 모델이 제시하듯이 때때로 이론이나 직관의 수정은 반복, 순환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아동이 그들의 이론이나 직관의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반복, 순환 과정에 내포된 핵심 아이디어는 확률의 기본 법칙을 유도하는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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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rence)에 있다. 일관성의 준거는 적합하게 적용되었을 때 체계적으로 새로운 확률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떤 알 수 없는 수량은 하나의 무선
실체로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무선 실체에 우리는 특정한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확률을 부
여하게 된다. 아동의 경우 때때로 그들의 무관심이나 개인적 선호에 의해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
로 수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문제의 해결로써 그 부여한 확률에 근거하여 내기
를 수용하도록 하는 그 어떤 목적지향적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다른 경쟁자를 두어 서로
내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확률 부여에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아동의 관
점에서 그들 나름대로 확률을 유추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경쟁자를 두어 내기에 이기려는 목적의
식을 부여함으로써 확률 배당에 보다 나은 일관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기의 아이
디어는 아동에게 사건의 확률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러 Baysian 학
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Freudenthal, 1973; de Finetti, 1974; Hawkins & Kadapia, 1984;
Schlottmann & Anderson, 1994).
3. 모델을 적용한 활동 사례
개념적 모델이 제시하는 확률적 판단 및 추론의 과정은 과학적 사고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인지발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아동들에게 올바른 확률적 직관과 추론을 통한 통계적 사
고의 습성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표 4는 연구자
가 제시한 통계적 사고발달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만 5세 아동에게 적용한 활동계획안이다. 표 2
의 활동안은 은박지로 포장된 △ 모양의 키세스 초콜릿에 대한 관찰, 10개의 초콜릿을 흔들어 쏟
으면 몇 개가 바로 세워질지에 대한 질문과 예측 및 이유제시, 실제 실험을 통한 자료수집, 결과
의 도표화, 반복질문을 통한 예측의 수정 및 그에 대한 이유제시 등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실험과
정은 아동 3명이 한 조가 되어 1명은 통에 들은 초콜릿을 흔들어 붓는 활동을, 1명은 바로 세워진
초콜릿을 세는 작업을, 나머지 1명은 세워진 초콜릿의 수를 기록하고 도표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흔들어 붓는 활동은 10회 반복하였고, 매 회마다 각각의 역할은 순환되었다. 이는 일종의
역할분담 소집단 협동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활동에서는 아동들이 결과를 예측하는데 있어
서 확률적 직관을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험결과 즉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예측을 수정하
거나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2>은 활동계획안 <표 1>을 실행에 옮긴 결과 및 교사-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면, 아동들은 실험 전의 예측 및 이유제시에서 나름대로의 확률적 직관을 사
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두 다 넘어져요. 왜냐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3개가 세
워져요. 무겁잖아요”, “10개가 세워질 것 같아요. 바닥이 넓잖아요” 등의 반응이 그렇다. 또한 10회
의 활동을 모두 끝내고 난 후에 아동들은 나타난 결과에 근거하여 자신의 예측을 수정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교사가 “만약 지금 다시 10개를 쏟아 붓는다면 몇 개가 세워질까?”라고 질문했을
때, 한 유아는 “4개가 나올 것 같아요. 4개가 제일 많았잖아요.”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10회의 실험
을 통해 4개가 세워진 경우의 수가 가장 많았음을 주목한 응답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아동들
도 확률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며, 탐색을 통해 올바른 확률적 판단과 예측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 3>에 제시된 활동계획안 B는 <표 1>에서의 활동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나 은박지로 포
장된 초콜릿(△) 10개와 금박지로 포장된 초콜릿(▲) 10개를 함께 쏟아 부었을 때 각각 몇 개가
바로 세워질지, 어느 초콜릿이 더 많이 세워질지를 예측하고 확인해보는 활동이다. 여기서는 아동
들이 두 개의 확률적 사례를 비교하는 확률적 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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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앞서 유아들은 은색 초콜릿과 금색 초콜릿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유아들의 관찰
은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이었다. 예를 들면 아동들은 금색(▲) 초콜릿이 은색 초콜릿(△)보다 바닥
밑 둘레가 조금 더 크다는 것, 대신 은색은 밑 둘레가 둥글둥글하다는 사실은 발견했다. 이는 은
색 초콜릿의 무게중심이 더 쉽게 잡힐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실험시 은색이 금색보다 더 많
이 세워지는 이유가 된다. 관찰 후 교사의 예측 질문에 한 아동이 “금색 3개, 은색 2개가 설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이유는 “금색이 크잖아요”였다. 이는 아동들에게도 비교의 확률적 직관이 있
음을 보여준다. 10회의 활동 후 교사가 “다시 부으면 어떤 색이 더 많이 세워질까?”라는 질문에
한 아동은 “은색이요. 은색이 아까 더 많이 나왔잖아요”라고 응답함으로써 역시 자료에 근거하여
두 가지 확률 사례를 비교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IV. 결론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확률적 판단 및 통계적 사고 능력의 도야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확률 및 통계 영역은 흔히 수학과 맞물려 연상되곤 함으로써 교사들로부터 기피되어
온 영역이다.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이 자료분석을 통한 통계 활동을 전 학년 수준에 걸쳐 강조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확률을 6학년에서 “경우의 수라는 주제”로 처음 소개하는 것
은 아동들의 확률적 판단 및 추론 능력의 잠재적인 발달 가능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
했듯이 아동들은 인지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특정한 확률적 직관을 갖고
있으며, 비록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나 확률적 정보를 나름대로 의미있고 유용한 방법으로 처
리할 능력이 있다. 이러한 아동들의 확률적 직관은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조기에 계발될
필요가 있으며, 아동들의 확률 및 통계와 관련된 경험은 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태도와
습성을 키우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본 연구는 아동들의 확률관련 교육경험을 바르게, 보다 풍부하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확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했으며, 확률인지에 관련된 연구
동향을 심리학적, 발달론적, 교육학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아동기의 확률적 사고 및 추론 능력,
특히 올바른 확률적 직관의 형성을 통한 확률개념의 발달과 조기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과학적 사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
는 확률의 교수학습모형을 제안하였고, 그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례를 통해 연구자는
아동들의 부분적으로 형성된 확률적 직관과 기초적인 확률적 비교예측 능력을 엿볼 수 있었다. 따
라서 최근 초등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료분석을 통한 통계교육 이외에도 확률적 판단과
추론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인도하는 교육목표와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음
을 제안한다. 또한 그 방법으로 아동들의 직접적 조작이 가능한 실제적 활동들을 매개로 할 것과,
다양한 문제해결과정 및 수단으로서 안내할 것을 권고한다. 본 고에서 제시된 교수학습모형을 참
고하는 것도 활동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시한 수업모형의 실
용적 가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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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활동계획안 A
활 동 명 초콜릿은 몇 개 세워졌나요?
활동목표 올바른 확률적 직관 및 통계적 사고의 습성을 기른다.
대상연령 만5세
준 비 물 Plain KISSES 초콜릿, 음료수 빈 통, 기록판, 그래프판

활동단계
관찰하기

․ 아동과 KISSES 초콜릿을 관찰해본다.
도 입

↓
․ 관찰 후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만약 10개의 초콜릿을 한 통에 담아 흔들어 바닥에 쏟아 질문하기
↓
놓는다면 과연 몇 개의 초콜릿이 바르게 세워질까요?
․ 아동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측해본다.
․ 한 통에 초콜릿 10개를 집어넣는다.
․ 두 세 번 가볍게 흔든다.

예측 및
이유제시
↓

․ 10㎝의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린다.
․ 몇 개가 세워졌는지 세어 기록한다.
․ 기록한 수만큼 그래프에 표시한다.

실험 및
자료수집

․ 이 활동을 열 번 반복한다.
전 개

횟수 세워진 수
1
2
3
4
5
6
7
8
9
10

횟

↓

수

세워
진수

0

1

2

3

4

5

6

7

8

9

10

<기록하기>
<그래프로 나타내기>
반복질문
․ 사전활동시 한 질문을 다시 반복한다.
↓
- 만약 10개의 초콜릿을 한 통에 담아 흔들어 바닥에 쏟아놓
는다면 과연 몇 개의 초콜릿이 바르게 세워질까요?
마 무 리 ․ 사전에 예측했던 답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 추가질문을 해본다.

예측수정
및
이유제시
↓

- 여러분의 예상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 추가질문
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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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활동계획 A에 의한 활동 결과
활동단계

관찰하기

교사의 활동

아동의 반응

-자, 지금부터 우리 이 은색 아동1:
초콜릿을 관찰해볼까? (은색 아동2:
초콜릿을 나누어주며)무슨 모 아동3:
양으로 생겼니?
아동4:
아동5:

똥 모양이에요.
종모양이다.
난 물방울 모양같애.
산 모양이에요.
줄이 달렸어요. 빗방울 같아요.

-(초콜릿을 뒤집어보며)초콜릿 아동5: 뾰족한 곳이 위에요. 밑은 평편해요.
의 어디가 위라고 할 수 있을 아동3: 꼭지가 위에요.
까?
아동2: 납작한게 밑이에요.
아동6: 바닥에 내려놓으면 알아요.
아동1: 맞아요.
아동6: 다 넘어져요(서로 부딪치잖아요)
질문하기 -그럼, 이 통(음료수 빈 통)에 아동4: 2개가 세워져요(그냥)
초콜릿 10개를 넣어 흔들다가 아동2: 4개가 세워질 것 같아요(왠지)
↓
바닥에 쏟아 부으면 어떻게 아동1: 3개가 세워져요(무겁잖아요)
예측 및
될까?
아동3: 10개가 다 세워질 것 같아요
이유제시
(바닥이 넓잖아요.)
아동5 : 5개가 세워질 거 같아요.(그냥)
1조
2조
-초콜릿은 몇 개 세워졌나요?
횟수 세워진 수
횟수 세워진 수
(3명이 한 그룹이 되어 두 곳
1
4
1
3
에서 각기 실험하였다.)
2
4
2
4
3
4
5
6
7
8
9
10

5
7
4
4
0
4
4
3

3
4
5
6
7
8
9
10

3
2
3
4
3
5
2
3

실험 및
-초콜릿이 나온 개수만큼 그래 -그래프에 표시하기(1조-○, 2조-●)
자료수집
●
프에 표시해볼까?
횟

\
수

●
●
●
●
● ●
● ○

●
○
○
○
○
○ ●
○ ○

○
○
-(그래프를 확인해보며) 몇 개
세
워
세워지는 것이 가장 많이 나
0 1 2 3 4 5 6 7 8
진수
왔니?
아동모두: 4개에요, 3개도 많아요.

9 10

반복질문 -그럼, 만약 지금 다시 10개를 아동5: 4개가 나올 것 같아요.
(4개가 제일 많았잖아요)
쏟아 붓는다면 몇 개가 세워
↓
아동3:
저는 3개요
예측수정 질까?
(이번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및
아동1,4,2: 4개요.(그냥요)
이유제시
아동6: 2개요(...)
-얘들아, 난 이번에 꼭 5개를 -(있어요-4명, 힘들걸요-1명, 안돼요-1명)
추가질문 세우고 싶거든, 내가 노력하
면 5개를 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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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활동계획안 B
활 동 명 어느 초콜릿이 많이 세워졌나요?
활동목표 올바른 확률적 직관 및 통계적 사고의 습성을 기른다.
대상연령 만5세
준 비 물

도 입

Plain and Almond KISSES 초콜릿, 음료수 빈 통, 기록판,
활동단계
그래프판
․ 유아와 Plain(은색) and Almond(금색)KISSES 초콜릿을 관 관찰하기
↓
찰해본다.
질문하기
․ 관찰 후 유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만약 각 초콜릿 10개씩 20개를 한 통에 담아 흔들어 바닥
에 쏟아놓는다면 금색과 은색 초콜릿 중 어느 초콜릿이
많이 세워질까요?

예측 및
이유제시

․ 유아가 질문에 대한 답을 예측해본다.
․ 한 통에 초콜릿 20개를 집어넣는다.
․ 두 세 번 가볍게 흔든다.
․ 10㎝의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린다.
․ 몇 개가 세워졌는지 세어 기록한다.

↓
실험 및

․ 기록한 수만큼 그래프에 표시한다.
․ 이 활동을 열 번 반복한다.
전 개

횟수

↓

자료수집

세워진 수
은색
금색
(Plain) (Almond)

1
2
3
4
5
6
7
8
9
10

횟
수

↓
세워
진수

0

1

2

3

4

5

6

7

8

9 10

반복질문
․사전활동시 한 질문을 다시 반복한다.
↓
- 만약 10개씩 20개의 초콜릿을 한 통에 담아 흔들어 바닥에
쏟아놓는다면 금색과 은색 중 어느 초콜릿이 많이 세워질까 예측수정
및
요?
마무리
이유제시
․사전에 예측했던 답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
․추가질문을 해본다.
추가질문
- 여러분의 예상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
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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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활동계획안 B에 의한 활동결과
활동단계

교사의 활동

아동의 반응

-(금색과 은색 초콜릿을 각기 아동1: 금색에는 아몬드가 들어있어요.
한 개씩 나누어 주며) 우리 아동2: 금색이 조금 커요.(바닥밑 둘레가
금색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을 확인
이 초콜릿을 한번 관찰해볼
까?
관찰하기

했다.)
아동3: 금색이 조금 무거워요
(금색이 무겁다-3명, 둘다 똑같다-2명, 은
색이 무겁다-1명)
아동6: 은색은 밑둘레가 둥글둥글해요.(밑
바닥 크기는 금색이 크지만, 은색의

아래 부분에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금색초콜릿 10개와 은색 아동5: 은색은 조금 휘어졌는데, 금색은 똑
질문하기
↓
예측 및
이유제시

바르게 되어 있어요.
초콜릿 10개를 한 통에 집어
넣어 흔들어서 쏟아 붓는다면 아동3: 금색 3개, 은색 2개가 나올 것 같아
(금색이 크잖아요)
초콜릿은 몇 개씩 세워질까? 요
(어느 것이 더 많이 세워질 아동2: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왠지)
아동4, 5: 똑같이 3개씩 나올것 같아요(그
까?)
냥)
아동1: 반반이에요.(그럴 것 같아요.)
아동6: 다 넘어져요.(많아서)
-초콜릿은 몇 개 세워졌나요?
1조
2조
(Plain KISSES와 마찬가지로
2조로 나누어 실험했다.)

실험 및
자료수집

횟수

1
2
3
4
5
6
7
8
9
10

세워진 수
은색
금색

5
7
4
6
7
6
6
2
5
3

1
5
5
3
5
3
3
7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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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1
2
3
4
5
6
7
8
9
10

세워진 수
은색
금색

1
2
3
7
3
7
3
4
4
3

5
5
4
5
3
4
3
0
7
4

<표 4>(계속)
활동단계

교사의 활동

아동의 반응

-나온 수만큼 그래프에 표시해 -그래프 표시(1조-○, 2조-●)
볼까?
●
●
●
횟
● ●
○ ●
● ● ● ○ ○ ○
● ○ ○ ○ ○ ○ ○

수
세워
진수

0

1

2

3

4

5

6

7

8

9 10

8

9 10

<은색>
●
●
●
●
●
○
○
○ ● ○
○ ● ○
○ ● ○

횟
수

실험 및
자료수집

● ○
세워
진수

0

1

2

3

4

5

●
○

6

7

<금색>
-어떤 것이 더 많이 세워졌니?
아동모두: 은색이요.
(그래프를 확인하고 수치로
나온 결과를 더해보며-은
색:88개, 금색 80개)

반복질문
↓
예측수정
및
이유제시

추가질문

-그럼, 만약 지금 다시 쏟아 아동5: 은색이요.
붓는다면 어떤 색의 초콜릿
(은색이 아까 더 많이 나왔잖아요.)
이 더 많이 세워질까?

아동3: 저도 은색이요.(더 많이 나오니까)
아동1,4: 금색이요
(이번에는 그렇게 나올거에요)

아동2,6: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그냥요)
-얘들아, 난 이번에 금색을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싶거든, 내 (있어요-3명, 힘들걸요-2명, 안돼요-2명)
가 노력하면 은색보다 금색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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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Probability
Appropriate for Young Children

Park, Tae Hak *

Traditionally, probability has been recognized as a subject area that is too difficult to teach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teaching-learning
method of probability for young children. To accomplish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research literatures related to probability cognition under a few theoretical view
points, such as the developmental, the psychological, and the educational view points. And
then, this study has explored proper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ongoing activities
related to probability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by suggesting the conceptual model
of teaching and learning probability which could develope sound intuitions of probability and
indeterministic attitudes as a habit.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real examples of activities,
which were conducted with seven year old children on the base of the suggested conceptual
model of teaching and learning probability.

Key Words : probability education, probability cognition, probabilistic inference, probabilistic
intuitions, statis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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