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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수학교육의 목적은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수학적 소양(mathematical
literacy)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통계교육은 이 중 특별히 통계적 소양
(statistical literacy)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계적 소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현재적 답변이 구성이 되어
야만 현재 통계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에 대한 방
안이 수립될 수 있다.
 통계적 소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다음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통계적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시민(citizen)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통계적 지식은 무엇인가?

통계적 지식의 본질
 통계적 지식은 자료(data)로부터 사실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
학적 접근법과 방법론을 말한다.

 통계적 지식을 이용하여 추론되는 사실은 경험적이지만, 이를 과학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수학적이다 (전제로부터 유도).
 경험적 자료로부터 추론하기 위해 자료의 축약(data reduction)의
기법과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수학적 모델 (확률)을 사용한
다.
 통계적 지식은 자료로부터 사실을 추론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발생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Data are not just numbers, they are numbers with a context.

(Moore and Cobb, 1997)

 통계적 지식의 맥락은 통계조사(statistical investigation)이다.

시민이 알아야 하는 통계적 지식
 시민은
각종 매체와 기관 등에서 정치, 경제, 금융, 사회, 교육, 스포츠, 엔
.
터테인먼트, 과학, 의학, 상품 등 생활의 모든 영역의 통계적으로 조사된 정
보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통계적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생활의 문제를 해결
하고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생산하거나 다루며
이를 이용하여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따라서 통계조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통계조사로
부터 나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
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통계조사의 절차와 수행 방법, 자료의 수집 방법, 변이성(variability),
추정과 추론, 확률, 자료 축약의 기법(통계량,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표
본의 성질 등을 배우는 것을 포함한다.

통계조사의 5단계 : PPDAC
McKay & Olford (1994); Pfannkuch & Wild (2000)
1. 문제설정(Problem)
2. 계획(Plan)
3. 자료 수집(Data)
4. 분석(Analysis)
5. 해석(Conclusions)

통계조사의 4단계 : GAISE report
Franklin et al., (2007) Guidelines for Assessment and Instruction in Statistics Education
(GAISE) Report.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I. 문제 설정
→ 주어진 문제를 명확히 한다.
→ 데이터를 이용하여 답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혹은 그 이상 설정한다.
II. 자료 수집
→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획을 세운다.
→ 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한다.
III. 데이터 분석
→ 적절한 시각적이고 수량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 선택한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IV. 결과 해석
→ 분석한 결과를 해석한다.
→ 원래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한다.

GAISE 교육과정
과정요소

Ⅰ. 문제설정

Ⅱ. 자료수집

수준 A

수준 B

수준 C

통계적 문제와 비통계적 문제의

통계적 문제와 비통계적 문제의

학생들이 통계적 문제와 비통계적

차이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함

차이에 대한 인식이 증가됨

문제를 구별할 수 있음

교사가 흥미 있는 문제를 제시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 있는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 있는 문제를

교실상황 중심의 문제

제시하기 시작

제시

교실상황에 제한되지 않은 문제

일반화를 요하는 문제

차이 비교를 위한 설계는 아직

차이 비교를 위한 설계를 인식하기

학생들이 차이 비교를 위한 설계를

다루지 않음

시작함

함

학급 설문

표본조사; 무작위 선택(random

무작위 선택을 이용한 표집 설계

단순 실험

selection)을 이용하기 시작

무작위 추출(randomization)을

비교 실험; 무작위 배정(random

이용한 실험 설계

allocation)을 이용하기 시작

Ⅲ. 자료분석

구체적인 예의 맥락에서 분포의

분석의 도구로서 분포의 특정

분석에서 포괄적(global)

특정 성질들을 사용함

성질들의 사용을 학습함

개념으로서 분포를 이해하고

한 집단 내에서 변이성 표현하기

한 집단 내의 변이성을 수량화하기

사용함

개인과 개인을 비교하기

표현들(displays)에서 집단과

한 집단 내의 측정 변이성; 집단

개인과 집단을 비교하기

집단을 비교하기

사이의 측정 변이성

집단과 집단의 비교를 인식하기

표집 오차 인정하기

표현과 변이성의 측도를 사용하여

시작함

연관성에 대한 약간의 수량화;

두 변량 사이의 연관성 관찰하기

연관성에 대한 간단한 모형들

집단과 집단을 비교하기
표집 오차를 기술하고 수량화하기
연관성의 수량화; 연관성에 대한
모형의 fitting

학생들은 자료 이상의 것을 보지 학생들은 자료 이상의 것을 보는 학생들은 일부 맥락에서 자료

Ⅳ. 결과해석

않음

것이 가능함을 인정함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음

교실상황을 넘어서는 일반화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도

표본에서 모집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일반화하기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두

인정하기

무작위 추출이 실험 결과에

개인의 차이에 주목하기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두

미치는 영향 인식하기

표현에서 연관성 관찰하기

집단의 차이에 주목하기

관찰 연구와 실험 연구의 차이

관찰 연구와 실험 연구의 차이

이해하기

인식하기

연관성의 정도에 대한 측도

연관성의 정도 차이에 주목하기

해석하기

연관성에 대한 모형의 기본적인

연관성에 대한 모형 해석하기

해석

연관성 연구의 결론과 실험

연관성과 인과성의 차이

연구의 결론 구별하기

인식하기

변이성의
특성
변이성에
대한 초점

측정 변이성

표집 변이성

우연 변이성

집단 내 변이성과 집단 간

모형 fitting에서의 변이성

자연적 변이성
유발된 변이성
집단 내 변이성

변이성
공변이성

통계조사 중심의 통계 교육과정
 통계조사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절차 자체를 학습요소로 다룬다.
 특히, 문제선정, 자료수집의 방법, 조사 및 실험의 계획 등을 교육과
정의 학습요소로 다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교육
과정의 학습요소로 다룬다.
 통계량이나 공식은 통계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
 수리통계적 정당화는 최소화한다.
 통계적 추론(비형식적)을 통계교육의 중심활동으로 삼는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통계조사의 비중
우리나라의 통계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통계조사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2015 교육과정에서는 다음을 포함하였지만, 그 핵심은
“표와 그래프로 정리”에 있지, 수집의 방법이나 조사 계획을 교육 내용으로 명시
화 하지 않는다.
[4수05-03]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
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6수05-04]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
프를 해석할 수 있다.
[9수05-03]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통계조사의 비중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중학교)
다양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가 적절한지 판단하게 한 후, 자
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해 보게 한다.
(고등학교-확률과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통계와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통계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위의 지침은 통계조사를 “교수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과서가 통계조사 활동을 과제로 포함하도록 하고, 교사가 이러한 활동을
수업의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조사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학습의 요소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통계적 개념(평균, 분산, 상관관계)등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임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통계조사의 비중
호주
3학년 – 자료 수집 방법 계획하기
4학년 – 설문 또는 기록하기와 같은 자료수집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기
5학년 – 문제를 제기하고 관찰 또는 조사를 통해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 수집하기
8학년 – 표집, 관찰과 같은 자료수집 방법 조사하기
뉴질랜드
3,4학년 – 통계 조사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8학년 –통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약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 (NCTM)
6학년 – 통계적 질문의 특징을 인식할 수 있다.
중국
중학교 – 자료의 수집과 정리, 조사에 대한 인식, 자료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방법, 자
료를 수집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데이터 처리 과정에 참여하기, 통계적 결과를 설명
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예측하며, 이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통계조사의 비중
NCTM
Instructional programs from pre-kindergarten through grade 12
should enable all students to:
→ formulate questions that can be addressed with data and collect,
organize, and display relevant data to answer them
→ select and use appropriate statistical methods to analyze data
→ develop and evaluate inferences and predictions that are based
on data
→ understand and apply basic concepts of probability.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수리통계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는 수리통계적 특성이 아직 강하다.
 통계량이나 공식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체계를 따르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 방법, 통계적 문제 형성과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
고 있다.
 데이터의 유형이나 일상적으로 접하는 통계적 정보의 유형에 따른 통계
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리통계의 학문적 체계를 따라 조직화
되었다.
 확률변수, 확률분포, 기댓값 등의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큰수의 법칙, 표본평균의 확률분포(중심극한 정리) 등 수리통계적 개념

을 포함한다.
 지도하는 통계 공식의 유도과정을 포함하고 그 수학적 성질을 지도한다.

통계조사 중심의 교육과정을 위한 개선점
 수리통계 중심이 아닌 통계조사 중심의 통계교육으로 관점을 전환해야한다.
 통계조사에 대해 배우는 것을 초/중/고 모든 과정의 성취목표로 포함한다.
 통계적 문제를 선정, 분별하기(Problem),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계
획하기(Plan), 적절한 측정방법을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기(Data) 등 통계
조사의 모든 단계의 내용을 명시하여 학습요소로 포함한다.
 비형식적, 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통해 통계조사의 결과를 해석하기
(Conclusion)를 학습요소로 명시하고, 모든 단계의 통계교육에서 교수활동
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수리통계의 지식체계나 정당화 과정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보다,

자료의 유형과 복잡도, 통계적 분석 방법과 추론의 정교화와 개념 발달 수준
을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자료의 유형과 교육과정
 통계 교육에서는 범주형 자료(명목형, 이산형, 서열형 등)와 연속형 자료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골고루 다루어야 한다.

 실제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통계정보는 범주형 자료, 특히 명목형 자료가 매
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연관표와 모비율에 대한 추론이 포함되지 않
는데 반해 연속형 자료는 상관관계와 모평균의 추론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적
필요와 거리가 있다.
 호주 – 9학년 :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포함하는 일상의 문제와 이슈를
정하고 직접 또는 2차 자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 수집하기.
 뉴질랜드- 6~8학년: 다변수 범주형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를 분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불확실성의 원인을 고려하여 맥락에 비추
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비형식적 통계 추론
 통계교육의 초기부터 자료를 분석하거나 표현한 결과를 보고 사실을 추론하
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때 비형식적인 통계적 추론을 수행하게 한

다.
 비형식적인 통계 추론은 형식적 추론 절차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요약하거나 표현한 결과, 자료의 여러 특성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활동이다.
 비형식적인 통계 추론은 추론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업에서
임시적인 기준을 합의하여 사용하거나, 학교수학에 적절한 추론 절차를 따로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거나 할 수 있다.
 비형식적 통계 추론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비교하여 더 정교한
기준에 합의하는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비교 활동 중심의 통계교육
 통계조사 중심의 통계교육은 통계적 문제를 선정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통계적 문제는 비교 분석, 특히 여러 집단의 자료를 비교하는 분석

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통계적 정보 역시 많은 경우 두 집단을 비교하거나 두 변
수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다.
 수리통계의 체계를 따르면 여러 집단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변량이
나 다변량의 분석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에서 다룰 수 없는 것
으로 여겨 졌으나, 비형식적 통계 추론을 도입하면 다룰 수 있다.
 특히 이변량의 상관관계나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위해,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 수준에서 상관계수나 회귀분석 등을 정당화 없이 공
학도구를 사용하여 다루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계의 비결정성과 비판적 사고
 통계적 지식의 본질은 비결정성에 있으며 통계적 추론의 방법과 결과는 절대
적 성격의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이고, 그 합리성에 대한 비

판에 열려 있다.
 수학의 결정적 본질과 대비되는 통계의 이런 특성을 배우려면 답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는 문제 해결 즉, 조사의 계획 세우기,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 통
계적 분석 결과와 표집방법의 문제점 찾기 등의 활동을 경험해야 한다.
 통계적 지식에 근거한 비판적 사고라는 통계적 소양은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
 비판적 사고와 관련하여 통계적 조사와 관련된 명확한 윤리적 관점을 기르는
것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 왜곡, 분석이나 표현 방법의 의도적
취사 선택의 문제, 개인정보나 실험/조사와 관련된 윤리 등도 통계 교육과정
의 한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

교육과정 문서의 문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문서는 여전히 개념과 용어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교실 수업에 반영

하는 교사와 교과서를 제작하는 저자 및 심의진은 기존의 형태에서 크게 다
른 실제를 구현하기 어렵다.
 현재 수학 교육과정 문서의 틀이 제시한 통계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담기
에는 특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적절한 문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적합한 조사를 설계
할 수 있다”, “합리적인 통계 추론을 할 수 있다”와 같은 역량적 성격의 통계
영역의 성취 목표를 담기에 적합한 교육과정 문서의 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Franklin et al., (2007) Guidelines for Assessment and Instruction in Statistics Education
(GAISE) Report.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MacKay R.J. and Oldford, R.W. (2000) Scientific Method, Statistical Method and the
Speed of Light. Statistical Science 15:254-278
Pfannkuch, M., and Wild, C. (2004) Towards an understanding of statistical thinking. In D.
Ben-Zvi and J. Garfield (Eds.), The Challenge Of Developing Statistical Literacy, Reasoning,
and Thinking (pp. 17-47). Dordrecht: Kluwer.
강현영 외 (2015) 통계교육활성화를 위한 수학교육과정, 한국과학창의재단

참고 자료

2015 : 중학교

2015 : 고등학교-확률과 통계

GAISE 교육과정 (원본)

GAISE 교육과정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