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모집단과 표본

통계학의 첫 단계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구한 자료가 관심의 대상 전체인

지 아니면 일부인지를 구분한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단을 모집단(population)이라 

하고, 관심 대상의 전체 중 일부를 표본(sample)이라 한다. 인구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 국민

을 대상으로 5년마다 하는 인구 조사(sensus)가 모집단 조사의 사례이다. 반면에 대상자 전체 중에

서 일부에게만 전화로 설문 조사하는 경우가 표본조사의 사례이다. 제6장에서 다시 설명한다.

자료를 요약할 때 해당 자료가 모집단인지 아니면 표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분석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 특히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추론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표본에

서 얻은 결과는 모집단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자료임을 명시해야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본에서 나온 것은 모집단에서 나온 것과 구분하여 표기한다. 예

를 들어 표본에서 얻은 평균(분산)은 표본평균(표본분산)으로, 모집단에서 얻은 평균(분산)은 모

1 이를 시각적으로 보려면 http://blog.naver.com/kryoo  을 보시오.

통
계분석은 주어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기본적인 특성을 밝히는 

단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한낱 한 무더기의 숫자 더미

에 불과하다. 수만 개의 자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다면 그로부터 통계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자에게 의미 있는 통계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한다.

Excel에서 통계분석을 하려면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소메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

으면 파일＞옵션＞추가 기능＞‘분석 도구’ 클릭＞이동 하면, 작은 창에서 ‘분석 도구’ 클릭＞확인하여 

생성한다.1

2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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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모분산)으로 표현하여 구분한다.

여성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던 업체가 남성복 업계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키를 

알고 싶어 성인 남성 10,000명을 대상으로 키를 조사하였다. 이때 모집단과 표본은 무엇인가?

풀이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체 성인 남성의 키이고, 표본은 조사된 10,000명의 키이다. 성인 남성이 

아니고 ‘키’라는 점에 유의하자.

예제 2.1

II 자료를 시각적으로 요약하기

향후 철강산업이 활황을 맞이할 거라는 뉴스를 보고, POSCO 주식에 투자할까 생각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영업담당자에게 POSCO의 과거 주식 수익률을 요청하자, 담당자가 일간수익률을 

계산하여 알려 주었는데, 아래는 그중 일부이다. 

20.03136 0.01042 0.00881 0.03448 0.00858 0.02966 0.02679

20.00360 0.03780 0.02183 20.00833 20.00426 0.02469 20.02609

0.00361 0.01987 20.02992 20.00840 20.00427 20.01205 20.00893

20.02878 20.02273 0.00441 20.06780 20.01288 0.00813 20.01802

0.00358 20.03333 20.01351 0.00439 20.01916 20.01282 0.01413

0.01071 20.03448 0.04110 20.00873 20.02344 0.00866 20.01095

20.01413 20.03571 0.03070 0.01322 20.01600 20.01288 0.03622

0.01075 20.02881 0.01277 20.01304 20.00813 20.04348 0.03884

0.00709 20.03814 20.02521 0.02643 20.03279 0.01818 20.02804

0.01408

이 자료를 보고 POSCO의 일간수익률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료를 이보다 더 많이 수

집한다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풀이

자료가 나열되어 있을 뿐 이 자료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자료가 이보다 더 많아지

면 복잡만 해질 뿐 어떤 정보도 얻기 힘들다. 

토의예제

토의예제는 자료 수가 너무 많아 분석하기 곤란하므로 자료 수를 줄인 예를 들어 보자. 다음 [표 

2.1]은 한 고객으로부터 식료품 업종의 지난해 연간수익률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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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포함된 30개 종목 주식의 연간수익률을 조사하여 작성한 표이다. 

23.3 21.5 213.4 12.9 219.5 5.6

0.5 1.5 2.2 23.2 29.9 6.6

22.1 5.5 4.5 25.9 2.6 0.1

0.0 2.1 26.3 6.6 5.6 4.5

20.9 1.5 17.8 15.2 7.8 24.5

표 2.1 30개 종목의 

연간 수익률(단위：%)

고객에게 [표 2.1]을 그대로 보여 주면 고객은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별로 없다.’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30개의 숫자가 나열된 표에서 전문적 식견이 부

족한 일반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단순히 나열된 자료의 개

수가 더욱 늘어나 수백, 수천 개 이상이 된다면 [표 2.1]과 같이 정리되지 않은 자료에서 의미 있

는 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표 2.1]과 같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단순히 나열된 자료를 원자료(raw data) 혹은 미정리자료라 

한다. 원자료 속에 숨어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려면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표나 그림과 같이 시각적으로 요약하는 방법과 평균, 분산 등 

자료의 특징을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1. 도수분포표

[표 2.1]을 [표 2.2]와 같은 시각적인 표로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도수분포표(frequency distribution 

table)라 한다. 도수분포표란 자료를 구간별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로 몇 개의 자료가 관찰되었는

가를 정리한 표이다. [표 2.2]의 도수분포표는 수익률을 10% 크기의 구간으로 나누고 해당 구간

에 포함되는 기업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도수분포표에서 구간을 계급(class)이라 부르고 각 구간

에서 관찰되는 자료의 수를 도수(frequency)라 부른다. 

우리는 특정 계급에 몇 개의 자료가 관찰되는가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특정 계급에 관찰

되는 자료 수가 전체 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혹은 특정 계급 이하에 해당되는 자

료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와 같은 사항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표 2.2]에서 수익률

이 5~15% 사이에 있는 기업의 비율이라든가, 수익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수 등

계급(수익률 구간) 도수

225.0~215.0% 1

215.0~25.0% 4

25.0~5.0% 16

5.0~15.0% 7

15.0~25.0%  2

합계 30

표 2.2 도수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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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에서 각 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각 계급까지 누적된 

도수를 함께 표시하면 좀 더 편리한데 이들을 각각 상대도수, 누적도수라 한다. 상대도수(relative 

frequency)란 한 계급의 도수가 전체 도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2.2]에서 도수

는 각 계급에 포함된 자료의 절대 개수를 나타내므로 상대도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절대

도수(absolute frequency)라 부르기도 한다. 누적도수(cumulative frequency)란 도수의 누적을 나

타낸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하(미만)의 빈도’이다. 상대도수를 누적한 것을 누적상

대도수(cumulative relative frequency)라 부르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누적도수를 누적절대도수

(cumulative absolute frequency)라 부르기도 한다.

[표 2.3]은 [표 2.2]에 상대도수, 누적(절대)도수, 누적상대도수를 추가하여 얻은 확장된 도수분

포표이다. [표 2.3]으로 특정 계급의 발생비율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자룟값의 순위도 누

적(절대)도수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25~5%의 계급에 속한 기

업 수와 그 비율은 (절대)도수와 상대도수의 값을 보고 각각 16개와 53.3%라는 사실을 알 수 있

고, 수익률이 25%인 식품기업의 수익률 순위는 밑에서 약 5번째이고 약 16.7%에 해당된다는 사

실을 파악할 수 있다. 

도수분포표의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를 작성할 때 계급 개수와 구간 크기에 대한 결정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①  자료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찾는다.

②  계급의 수를 정한다

③  계급의 구간 크기5
최댓값2 최솟값

계급의 수
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급의 구간 크기를 정하되, 편리

성을 고려하여 계급의 구간 크기와 계급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각 계급 내에서 관찰된 수를 세어 도수를 구한다. 

⑤  ④에서 구한 도수를 이용하여 상대도수와 누적(절대)도수 등을 구한다.

이 순서를 [표 2.1]에 적용하면, 

①  최댓값5 17.8, 최솟값5 219.5이다.

②  계급의 수를 5개로 한다.

③  구간의 계급 크기 5
17.8 2 (219.5)

5
의 공식을 이용하면 계급의 크기는 7.46이 된다. 이

계급(수익률 구간) (절대)도수 상대도수 누적(절대)도수 누적상대도수

225.0~215.0% 1  3.3% 1  3.3%

215.0~25.0% 4 13.3% 5 16.7%

25.0~5.0% 16 53.3% 21 70.0%

5.0~15.0% 7 23.3% 28 93.3%

15.0~25.0% 2 6.7% 30 100.0%

합계 30 100%

표 2.3 확장된 도수

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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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계급은 (219.5~212.04), (212.04~24.58), (24.58~2.88), (2.88~10.34), 

(10.34~17.8)로 된다. 그러나 계급의 숫자가 너무 복잡하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경우 [표 2.2]와 같이 구간을 나누면 간단해진다. 

④  각 계급 내에서 관찰된 수를 세어 도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도수, 누적(절대)도수, 

누적상대도수 등을 추가하면 [표 2.3]이 된다.

[표 2.3]과 달리 계급의 수를 4로 하고 계급의 구간 크기를 10으로 [표 2.4]와 같이 도수분포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다음의 표는 학급 내 40명의 영어점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확장된 도수분

포표를 작성하시오.

91 78 82 54 64 48 68 69

38 89 45 74 49 55 77 71

62 56 72 82 63 82 62 66

32 88 43 75 94 75 76 88

60 71 58 83 37 79 97 72

풀이

①  최댓값5 97, 최솟값5 32이다.

②  계급의 수를 7개로 한다.

③  구간의 계급 크기5
97 2 32

7
의 공식을 이용하면 계급의 크기는 9.3이 된다. 그러나 구간의 

크기를 10으로 정하고 구간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100과 30으로 정하면 훨씬 간편하다. 

즉 계급을 (100 미만~90 이상), (90 미만~80 이상),…, (40 미만~30 이상)으로 정하면 쉽게 

눈에 읽혀진다.

④  계급 (100 미만~90 이상), (90 미만~80 이상),…, (40 미만~30 이상)의 각 구간에 속하는 도

수를 찾고 이를 이용해 상대도수, 누적도수 등을 구하여 확장된 도수분포표를 만들면 다음 

표와 같다.

예제 2.2

계급(수익률 구간) (절대)도수 상대도수 누적(절대)도수 누적상대도수

220.0~210.0% 2 6.7% 2 6.7%

210.0~0.0% 10 33.3% 12 40.0%

0.0~10.0% 15 50.0% 27 90.0%

10.0~20.0% 3 10.0% 30 100.0%

합계 30 100%

표 2.4 또 다른 방식

의 확장된 도수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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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스토그램

도수분포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

스토그램이다. 히스토그램(histogram)은 자료를 적당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포함되는 자

료의 수를 막대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림 2.1]은 [표 2.2]를 이용하여 작성한 히스토그램

이다.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연간수익률의 분포와 평균 등을 어림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업

종의 연간수익률은 어떤 구간에 가장 빈도가 많을까? 평균수익률은 대략 얼마가 될까? 등의 질

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답할 수 있다. 즉 막대의 높이를 비교해 보면, 수익률이 25.0~5.0% 사

이에 해당하는 도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 15%], [215%, 25%], [15%, 25%], [225%, 

215%] 구간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림 2.1 히스토그램 

-25~-15% -15~-5% -5~5% 5~15% 15~25%

빈도수 18

16

14

12

10

8

6

4

2

0

주：Excel에서는 ‘도수’라는 용어 대신 ‘빈도수’ 사용

Excel의 분석도구 중 히스토그램 메뉴(데이터 . 데이터 분석 . 히스토그램)를 이용하면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확장된 도수분포표

계급 도수 상대도수 누적(절대)도수 누적상대도수

100 미만 ~ 90 이상 3 7.5% 3 7.5%

90 미만 ~ 80 이상 7 17.5% 10 25.0%

80 미만 ~ 70 이상 11 27.5% 21 52.5%

70 미만 ~ 60 이상 8 20.0% 29 72.5%

60 미만 ~ 50 이상 4 10.0% 33 82.5%

50 미만 ~ 40 이상 4 10.0% 37 92.5%

40 미만 ~ 30 이상 3 7.5% 40 100.0%

합계 40 100%

주：여기서 ‘누적’은 ‘~ 이상’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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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이용> [표 2.1]의 자료를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으로 작성해 보자.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5~-15% -15~-5% -5~5% 5~15% 15~25%

빈도수 18

16

14

12

10

8

6

4

2

0

3.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

히스토그램 외에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안으로  원형그래프(pie graph)를 빼놓을 수 없다. 

원형그래프는 도수를 막대가 아닌 파이 조각의 크기로 나타낸다. [그림 2.2]는 [그림 2.1]의 히스

토그램을 원형그래프로 표현하였다. Excel에서 삽입. 차트. 원형의 메뉴를 이용하면 도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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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부터 원형차트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자료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법으로 존 튜키(John Tukey, 1977)가 제

안한 줄기－잎 그래프(stem-and-leaf graph)를 들 수 있다. 줄기-잎 그래프는 먼저 줄기를 찾고 이어

서 잎을 찾아 그리는데, 줄기는 흔히 잎을 나타내는 단위보다 큰 단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최

고점이 99점인 성적자료를 분석하는 경우라면, 점수가 10단위의 숫자와 1단위의 숫자로 구성되

므로 10단위의 숫자를 줄기에 표시하고 1단위의 숫자를 잎에 표시한다. 줄기에 표시된 숫자를 크

기가 작은 순으로 나열하고, 잎에 있는 숫자를 크기가 작은 순으로 나열하면 줄기-잎 그래프가 

완성된다. 

[표 2.5]는 통계학 입문의 기말시험 성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줄기와 잎 그래프로 나타낸 결

과는 [그림 2.3]과 같다.

76 48 49 41 68 68 60

50 75 20 12 57 39 34

71 74 64 87 86 59 46

33 83 23 66 63 56 32

20 82 48 56 91 7 72

69 43 60 36 55 34 20

81 96 94 35 63 28 40

표 2.5 통계학 입문 

기말시험 성적 자료

그림 2.2 원형그래프

-25.0% 이상~-15% 미만

-15.0~-5.0%

-5.0~5.0%

5.0~15.0%

15.0~25.0%

0 7 

1 2 

2 0 0 0 3 8 

3 2 3 4 4 5 6 9

4 0 1 3 6 8 8 9

5 0 5 6 6 7 9

6 0 0 3 3 4 6 8 8 9

7 1 2 4 5 6

8 1 2 3 6 7

9 1 4 6

그림 2.3 줄기－잎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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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잎 그래프는 자료의 분포뿐 아니라 특정값의 빈도나 순위도 알려 준다. 예를 들어 20점은 3

명이며, 밑에서 3번째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림 2.3]을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90도 회전하고 막대를 씌우면 다음과 같은 막대그래프가 나

온다.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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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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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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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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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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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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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5
6

8
1

2
3

6
7

9
1

4
6

그림 2.4 줄기－잎 

그래프를 90도 회전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줄기－잎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제 2.2]의 자료를 줄기－잎 그래프로 작성하시오. 몇십 점대의 빈도가 가장 많은가?

풀이

0 

1 

2 

3 2 7 8

4 3 5 8 9

5 4 5 6 8

6 0 2 2 3 4 6 8 9

7 1 1 2 2 4 5 5 6 7 8 9

8 2 2 2 3 8 8 9

9 1 4 7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점대의 빈도가 가장 많다.  

예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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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료를 수치로 요약하기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표는 분포의 대충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계급의 구간 크

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 표를 보자.

35 41 43 45

51 51 51 57

61 64 64 66

67 69 71 79

79 79 86 86

87 92

표 2.6 22명 학생의 

점수

[그림 2.5]는 [표 2.6]의 자료를 사용한 히스토그램이다.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히스토그램은 계

급의 구간 크기가 10인 반면, 오른쪽에 있는 히스토그램은 계급의 구간 크기가 13이다. [그림 2.5]

의 두 히스토그램에서 보여 주듯이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구간 크기를 달리하면 분

포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표 등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만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면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포의 특성을 와전시킬 소지가 있다.

그림 2.5 동일한 자

료로 도출된 히스토그램

4
0
 이

하

4
0
~

5
0

5
0
~

6
0

6
0
~

70

70
~

8
0

8
0
~

9
0

9
0
 초

과

빈도수

구간 크기가 10인 경우 구간 크기가 13인 경우

7

6

5

4

3

2

1

0

5
2
 이

하

5
2
~

6
5

6
5
~

78

78
 초

과

빈도수 7

6

5

4

3

2

1

0

[표 2.6]의 자료를 46 이하, 46 초과~57 이하, 57 초과~68 이하, 68 초과~79 이하, 79 초과의  

5계급으로 나눠 히스토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그림 2.5]와 비교하고 자료의 특성을 시각적인 

그래프로 작성할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시오.

풀이

히스토그램은 다음과 같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2.5]의 두 히스토그램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계급의 구

예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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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표의 이런 약점은 분포의 특성을 수치로 제시할 경우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밖이 얼마나 따듯해요?’라는 질문에 ‘따듯하다’, ‘포근하다’, ‘덥다’, ‘춥지 않다’ ‘쌀쌀하지 

않다’ 등의 유사한 표현이 답변으로 나올 수 있다. 이 표현은 답변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도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밖의 현

재 온도가 278C이다’라고 답변한다면 답변자나 질문자 모두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278C라는 수

치를 사용하면 의사전달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된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통계자료의 생김새를 

수치로 표시할 수 있다면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어떤 면을 수치로 표현해야 자료의 생김새를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

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앙골라인(Angolan)의 생김새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보자. 이 질문

에 답하려면 앙골라인의 생김새를 인종적인 면에서 잘 묘사할 수 있게 하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 

피부색, 키, 체격형태, 혈압수준, IQ, 재능 등 중에서 인종적 생김새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요소는 

피부색, 키, 체격형태이다. 피부색이 검고, 남성의 평균 키가 170 cm 정도, 체격은 마른 편이라고 

하면 앙골라인의 생김새에 대해 잘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혈압, IQ, 재능 등은 생김새

를 표현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동일한 논리로, “통계자료의 생김새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 

생김새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선 찾아야 한다. 이런 요소로는 분포를 대표하는 대푯값, 

분포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산포도, 분포의 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비대칭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요소들을 수치로 제시한다면 자료의 생김새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1. 대푯값 

우리는 흔히 미국인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양 국가의 개개인을 비교한 것이 아

니라 양 국가의 소득을 대표할 만한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이다. 미국에 가난한 사람도 많고, 우

리나라에 부자도 많기 때문에 양국의 개개인을 비교한다면 미국인이 잘 산다고 말하기 힘들어진 

다. 이와 같이 두 나라를 비교할 때 한 나라의 소득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수준이 필요한데 이를 

대푯값(representative value)이라 부른다.

간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 이하 46~57 이하 57~68 이하 68~79 이하 79 초과

빈도수 6

5

4

3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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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대푯값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 중

누가 소득이 높아요? 미국 사람이 소득이 높지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자가 있고, 

미국에 노숙자도 있는데…

왜 미국 사람 소득이 

더 높다고 하죠? 

집단끼리 비교할 때는, 

대푯값(평균소득)을 비교한다.

그러면 대푯값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대푯값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평균, 중앙값, 최

빈값으로 나뉜다.

다음의 그림 ①은 총 GDP의 국가별 순위표이고, 그림 ②는 1인당 GDP의 국가별 순위표이다. 

국민 개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대푯값으로 총 GDP와 1인당 GDP 중 어느 것이 좋은가? 총 GDP

는 어떤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까?

① 총 GDP의 국가별 순위표 ② 1인당 GDP의 국가별 순위표

 

 

 

 출처：www.daum.net, 2016년 11월 4일

풀이

국민 개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대푯값으로 1인당 GDP가 더 좋다. 총 GDP는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소득은 세계 31위이나, 경제력은 세계 

11위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제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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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균 

평균에는 산술평균, 가중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 등이 있다.2 

■ 산술평균

 산술평균(arithmetic mean, average)은 관찰집단 내의 모든 자룟값을 합한 후 이를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 얻는다.3 산술평균은 모집단과 표본에서 다른 기호인 �와 x로 표기한다. 표본 산술평균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모집단 산술평균의 정의는 각주에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mean)이라 하면 

산술평균을 뜻한다.

산술평균

x1, x2, …, xn로 구성된 표본의 산술평균 x는 다음과 같다. 

x 5
x1 1 x2 1 … 1 xn

n
5
/n

j51xj

n

우리 전체 가족 중 일부인 4명을 대상으로 키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0 cm, 160 cm, 165 cm, 175 cm

이들 4명 키의 산술평균을 구하시오.

풀이

x 5
/n

j51xj

n
5

170 1 160 1 165 1 175
4

5 167.5 cm

<Excel 이용> 함수 ‘AVERAGE’를 사용한다.

예제 2.6

산술평균은 물리학에서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키가 160 cm와 170 cm인 두 사람 신장의 산술평

균을 구하려면, 널빤지 위에 같은 무게의 나무토막을 160 cm, 170 cm에 해당하는 위치에 올려놓

고 무게중심을 찾으면 된다. [그림 2.7]의 세 그림처럼 삼각받침대를 여러 군데 놓아 보면서 무게

중심을 찾아보자. [그림 2.7]의 가운데 그림처럼 165 cm에 놓으면 널빤지가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

로 유지할 수 있으나, 왼쪽이나 오른쪽 그림처럼 삼각받침대를 162 cm나 166.7 cm에 놓으면 널빤

지가 화살표의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즉 160 cm와 170 cm의 무게중심은 165 cm이며, 이 값이 바

로 산술평균이다. 

2 이 책에서 조화평균은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한 내용을  http://blog.naver.com/kryoo 에 첨부한다.

3 모집단의 산술평균은 � 5
/N

j51xj

N
, 여기서 N은 모집단의 자료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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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산술평균의 

이해

160 162 170 160 165 170 160 166.7 170

한 명은 키가 160 cm이고, 두 명은 키가 170 cm일 때 산술평균을 구하려면 [그림 2.8]과 같

이 동일한 무게의 나무토막을 160 cm와 170 cm의 위치에 각각 1개와 2개를 놓고 무게중심을 구

하면 된다. 삼각받침대를 162 cm나 165 cm에 놓으면 널빤지가 화살표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나, 

166.7 cm에 놓으면 널빤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무게중심은 166.7 cm이고 산술평균 또

한 166.7 cm이다.

그림 2.8 산술평균의 

계산

160 162 170 160 165 170 160 166.7 170

세 사람의 키가 120 cm, 130 cm, 170 cm이다. 널빤지에 같은 무게의 나무토막을 올려놓고 무게

중심을 찾으려고 한다. 아래의 그림 중에서 무게중심이 올바르게 표현된 그림은 어느 것인가? 

무게중심의 값이 산술평균과 일치하는지 보이시오.

① ② ③

120 130 170 120 130 140 170 120 130 160 170

풀이

② 140 cm이다. 산술평균은  x 5
/n

j51xj

n
5

120 1 130 1 170

3
5 140 cm로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예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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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평균

한 학생의 통계학 과목 퀴즈 점수는 90점, 90점, 80점이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점수는 각

각 60점, 80점일 때, 이 점수의 평균을 단순히 산술평균으로 구하면 80점(5 (90 1 90 1 80 1  

60 1 80)/5)이 된다. 그러나 이는 퀴즈와 정식 시험의 반영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구한 평균이다. 

만일 개별 퀴즈의 반영비율이 각각 10%씩이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반영비율이 각각 35%라

면 이 학생의 최종 평균성적은 다음과 같이 75.0이다. 

(0.1 3 90)1 (0.1 3 90)1 (0.1 3 80)1 (0.35 3 60)1 (0.35 3 80)5 75.0

이때 각 관찰값에 적용된 반영비율인 0.1, 0.1, 0.1, 0.35, 0.35를 가중치(weight)라 하고,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을 가중평균(weighted mean)이라 하고 xw로 표기한다. 이를 일반화하여 x1, x2,…, xn

의 가중치가 각각 w1, w2,…, wn이라 하면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다.

xw 5 w1x1 1 w2x2 1…1 wnxn 5 /n
j51wj xj

사실 산술평균도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가중치인 1/n이 적용된 가중평균의 특별한 형태이다. 

x 5
1

n
/
i51

n

xi 5 b 1

n
lx1 1 b 1

n
lx2 1…1 b 1

n
lxn

w1 w2 wn

다음의 세 그림을 보자. 1, 2, …, 6, 7이 관찰되었는데, 각 수치의 빈도는 Y축에 나타나 있다. 

자료의 무게중심, 즉 산술평균을 대략적으로 짚어 보시오. 

① ② ③

빈도 빈도 빈도

1

80

60

40

20

0
2 3 4 5 6 7 1

80

60

40

20

0
2 3 4 5 6 7 1

80

60

40

20

0
2 3 4 5 6 7

 

풀이

①은 좌우대칭이므로 무게중심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무게중심, 즉 산술평균은 4이다.

②는 작은 수치인 1과 2의 빈도가 높은 반면 큰 수치인 5, 6, 7의 빈도가 작다. 그러므로 무게중

심, 즉 산술평균은 2와 3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하게는 2.65임)

③은 ②와 정반대이다. 무게중심, 즉 산술평균은 5와 6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하게는 

5.35임)

예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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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은 여러 데이터가 동일한 값을 취하는 자료의 평균을 구할 때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통계학 시험에서 90점이 20명이고 70점이 80명일 때, 산술평균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면 100명 

학생의 성적을 일일이 다 더한 후 학생 수인 100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90점과 70점 받

은 학생의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한 가중평균으로 이해한다면 훨씬 쉽게 평균을 구할 수 있다. 

(90 1 …1 90 1 70 1 …1 70)

100
5 b 20

100
l90 1 b 80

100
l70 5 74

20번 80번
⏞ ⏞

어느 대학의 시간강사는 경력에 따라 A급과 B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시간당 40,000원, 후자

는 시간당 30,000원을 지급받는다. 시간강사는 총 200명인데 A급이 적용되는 시간강사가 150

명이고 B급이 적용되는 시간강사가 50명이다. 이 대학 시간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얼마

인가? 평균 강사료를 40,000 1 30,000

2
과 같이 풀면 무엇이 잘못인가?

풀이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b 150

200
l40,000 1 b 50

200
l30,000 5 37,500이다. 

40,000 1 30,000

2
과 같이 

풀면 40,000과 30,000의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았다. 

예제 2.9

투자자 A는 500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1,500원을 채권에 투자하였다. 1년 후 주식의 수익률은 

10%이고, 채권의 수익률은 6%로 밝혀졌다. 이 투자자의 평균수익률은 얼마인가? 주식과 채권 

투자로 발생된 이익은 얼마인가?

풀이

xw 5 b 500

2,000 
l10%1 b 1,500

2,000
l6%5 7%  

총이익5 주식투자로 발생된 이익1 채권투자로 발생된 이익

5 0.1(500)1 0.06(1,500)

5 140

총이익5 총투자액3 평균수익률의 공식을 이용해도 동일하게 140원이 나온다.

예제 2.10

원자료 없이 도수분포표만 있을 때 평균을 구할 수 있을까? 계급의 대푯값으로 해당 구간의 중간

값을 사용한 다음, 상대도수를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2.3]에서 

계급의 중간값은 220.0%, 210.0%, 0.0%, 10%, 20%이고 가중치는 0.033, 0.133, 0.533, 0.233, 

0.067므로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다.4 

4  (3.3%)(220%) 1 (13.3%)(210%) 1 …와 같이 계산하면 혼란스럽다. 여기서 평균수익률을 계산하라 했으므로 ‘수익

률’을 %로 표시하고 가중치를 십진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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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 5 (0.033)(220%)1 (0.133)(210%)1 (0.533)(20%)1 (0.233)(10%)1 (0.067)(20%)5 1.68%

도수분포표를 이용한 평균값은 1.68%이다. [표 2.1]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술평균을 계산하

면 1.09%가 나온다. 도수분포표를 사용하여 계산된 평균과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하자.

[표 2.4]의 도수분포표를 이용하여 가중평균을 구하시오.

풀이

계급의 중간값은 215.0%, 25.0%, 5.0%, 15%이고 가중치는 0.067, 0.333, 0.500, 0.100이므로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다.

xw 5 (0.067)(215%)1 (0.333)(-5%)1 (0.500)(5%)1 (0.100)(15%)5 1.33%

예제 2.11

 

■ 기하평균과 기하평균수익률(성장률)

기하평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토의예제를 보자.

투자액 10원이 1년 후에 2배가 되었다, 이 2배 된 돈이 1년 후 또 8배가 되었다.

① `결국 2년 후에는 얼마가 되었나? 즉 투자액의 몇 배가 된 것인가? 연평균 몇 배가 된 셈인가?

풀이

10원

×2 ×8

10 2

160원20원

이 그림에서 0, 1, 2는 시점을 표시하는데 0은 투자시점을, 1은 1년 후, 2는 2년 후를 나타낸다.

투자액 10원이 첫해에 2배, 둘째 해에 8배가 되어, 결국 2년 후에 160원이 되었다. 2년 동안 

총 16배가 된 것이며, 매년 평균 4배씩이 된 셈이다. 이런 평균을 기하평균이라 부른다. 수식으

로 계산해 보자. 연평균 배수를 ‾xg로 놓으면 첫해에 10 ‾xg원이 되고, 둘째 해에 이 돈의 ‾xg배, 즉 

(10 ‾xg) ‾xg 5 10 ‾xg
2이 된다. 그러므로 10 ‾xg

2 5 160로 하여 ‾xg를 계산하면 연평균 배수가 나온다. 

② 2배, 8배의 산술평균을 구하면 얼마인가?

풀이

2와 8의 산술평균을 구하면 5가 나와 b5 2 1 8

2
l 매년 5배가 된 것으로 2년 동안 총 25배 증가한 

것으로 오해시킬 수 있다. 

③  투자액 10원이 첫해에 x1배 되고, 다시 둘째 해에 x2배가 되었다면 결국 2년 후에 얼마가 되

고, 투자액의 몇 배가 된 것인가? 이는 연평균 몇 배가 된 셈인가?

토의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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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의예제를 정리해 보자. 투자액이 첫해에 x1배 되고, 둘째 해에 x2배가 된다면 2년 후에 투자액

의 x1 · x2배가 된다. 매년 ‾xg배가 된다면 2년 후에 투자액의 ‾xg
2이 된다. 연평균 배수를 구하려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xg를 구하면 된다.

‾xg
2 5 x1 · x2, 즉   ‾xg 5 (x1 · x2)

1
2

이 연평균 배수 ‾xg를 기하평균(geometric mean)이라 부른다. 이 토의예제를 2년으로 한정하였으나, 

일반화하기 위해 투자기간을 n년으로 하자. 투자액이 연도별로 x1, x2, …, xn배가 된다면 n년 후

에  x1·x2·…·xn배가 된다. 연평균 ‾xg배라 하고 이를 구하려면( ‾xg)
n 5 x1·x2·…·xn을 만족하

는 ‾xg를 구하면 된다.

기하평균

x1, x2,…, xn의 기하평균 xg는 다음과 같다. 

 xg 5 [x1 · x2·…·xn]
1
n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는 기하평균보다 기하평균수익률의 개념이 더 많이 사용된다.

다음 토의예제의 연속된 질문을 보면서 산술평균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풀이

2년 후에 10x1 · x2원이 된다. 투자액 10원의 x1 · x2배가 된 것이다. 매년 ‾xg배가 되었다면 2년 후

에 10 ‾xg
2이 된다. 10x1 · x2 5 10 ‾xg

2로 놓고 ‾xg에 대해 풀면 연평균 배수를 구할 수 있다.

어떤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2년 동안 보유하였다. 첫해의 수익률은 1300%이고 둘째 해의 

수익률은 2100%이다. 

① 산술평균 공식을 사용하여 연평균수익률을 구하시오.

풀이

산술평균공식을 사용한 연평균수익률은 100%(5 (300%2 100%)/2)이다.  

② 2년간의 연평균수익률이 100%라면 다음 중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는가?

 (i) 투자이익 발생        (ii) 투자손실 발생        (iii) 본전

풀이

연평균수익률이 양(1)이면 이익이 발생했고, 음(2)이면 손실이 발생했고, 0이면 본전을 했다

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i)이 정답이다.    

③ 실제 이 투자는 2년 후에 얼마가 되었을까?

토의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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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의예제를 보면 투자자는 투자액 모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의 산술평균이 100%

로 계산되어 마치 큰 이득을 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위 토의예제의 상황을 특징적으로 표현하

면, 첫해의 수익률 ‘300%’는 1원에 대한 수익률인 반면에 둘째 해의 ‘2100%’는 4원에 대한 수익

률로, 수익률이 적용되는 액수가 연도에 따라 1원과 4원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산술평균은 대푯값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푯값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념은 기하평균수익률(geometric mean 

return)이다. 기하평균수익률은 rg로 표기하자. 연간수익률이 rg라면, 1원을 투자할 때 1년 후에

는 1(1 1 rg)이 되고 2년 후에는 1(1 1 rg)
2이 된다. 위의 예에서 2년 후에는 실제 0원이 되었으므로 

1(1 1 rg)
2의 값이 0이어야 한다.

 1 · (1 1 rg)
2 5 0

rg의 값을 계산하면 21, 즉 2100%가 나온다. 2100%는 투자액 전액을 잃었다는 의미이므로 실

제 상황과 일치한다. 

투자기간을 n년으로 확대해 보기 위해 r1, r2,…, rn을 연도별 수익률이라 하자. 1원의 투자금은 

n년 후에 1 · (1 1 r1)(1 1 r2)…(1 1 rn)이 되고, 기하평균수익률이 rg라면 n년 후에 1 · (1 1 rg)
n이 

된다. 이 둘을 동일하게, 즉 (1 1 rg)
n 5 (1 1 r1)(1 1 r2)…(1 1 rn)을 만족하는 rg를 구하면 기하평

균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기하평균수익률

r1, r2,…, rn이 기간별 수익률이면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rg가 기하평균수익률이다.

(1 1 rg)
n 5 (1 1 r1)(1 1 r2)…(1 1 rn)

5 연간수익률이 r이라면 투자액 1원은 1년 후 1(1 1 r)원이 된다.

풀이

다음의 그림을 활용하여 계산해 보자.

1원

1×(1+3.0) 4×(121 .0)

1300% 2100%

10 2

4원 0원

이 그림에서 0, 1, 2는 시점을 표시하는데 0은 투자시점을, 1은 1년 후, 2는 2년 후를 나타낸다. 

시점 0에서 1원을 투자할 때 첫해의 수익률이 1300%라고 표현한 것은 1원에 대한 1300%이

므로 1년 후에 1(1 1 3.0)이 되어 4원이 된다.5 그러나 둘째 해의 수익률 2100%는 4원에 대한 

2100%이므로 2년 후에는 4(1 2 1.0), 즉 0원이 된다. 그러므로 투자액 모두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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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하평균과 기하평균수익률의 관계를 알아보자. 투자액 100원이 1년 후에 110원 되었다

면 1.1배가 된 것이고 수익률은 10%이다. 즉 1.1배5 1 1 수익률 10%. 일반화하여, xi를 i번째 해

의 전년 대비 배수라 하면 i번째 해의 수익률 ri와의 관계는 xi 5 1 1 ri로 표현할 수 있다. 만약 1.2

배가 연평균이라면 연평균수익률은 20%이다. 즉 기하평균이 1.2이면 기하평균수익률은 20%이

다. 기하평균 ‾xg와 기하평균수익률 rg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xg 5 1 1 rg이다. 그러므로 기

하평균과 기하평균수익률의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다.

 x1 5 1 1 r1, x2 5 1 1 r2, …, xn 5 1 1 rn, ‾xg 5 1 1 rg

① 투자액이 2년 후 2.25배가 되었다(1.52 5 2.25). 연평균 몇 배가 된 셈인가? 연평균수익률은 

얼마인가? 기하평균과 기하평균수익률은 각각 얼마인가? ② 투자액이 3년 후 1.728배가 되었

다(1.23 5 1.728). 연평균 몇 배가 된 셈인가?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인가? 기하평균과 기하평균

수익률은 각각 얼마인가?

풀이

① 연평균 1.5배가 된 셈이다. 연평균수익률은 50%이다. 기하평균과 기하평균수익률은 각각 

1.5와 50%이다. ② 연평균 1.2배가 된 셈이다. 연평균수익률은 20%이다. 기하평균과 기하평균

수익률은 각각 1.2와 20%이다.

예제 2.12

우리나라의 3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첫해에 116%, 둘째 해에 115%, 셋째 해에 230%를 기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3년 후 증가하였는가? 연간성장률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성

장률을 구하시오. 어느 평균 개념이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가?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기하

평균성장률을 구하시오.

풀이

산술평균은 x 5 b16% 1 15% 2 30%

3
l 5 0.333%이다. 최초 경제규모가 1원이라면 3년 후에

는 1(1 1 0.16)(1 1 0.15)(1 2 0.3) 5 0.9338이다. 결국 0.0662원만큼 경제규모가 준 셈이다. 

(1 1 rg)
3 5 0.9338을 만족하는 rg를 계산하여 기하평균성장률을 구할 수 있다. rg 5 22.257%이

다. 산술평균은 양(1)의 값을 갖는 반면, 기하평균성장률은 음(2)의 값을 가지므로 경제규모 

가 축소된 실제 상황을 기하평균성장률이 잘 반영하고 있다. 기하평균성장률 대신 기하평균 개

념을 도입하여 풀 수도 있다. ( xg)
3 5 (1 1 0.16)(1 1 0.15)(1 2 0.3)이다. 그러므로 xg 5 0.97743

이고 기하평균성장률은 rg 5 xg 2 1 5 22.257%이다.

<Excel 이용> 함수 ‘GEOMEAN’을 사용한다.

이때 기하평균성장률5 GEOMEAN(A1:C1)2 1.

예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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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평균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또는 성장률)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자 할 때 의미 있는 개념이

나,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한 시점에서의 수익률(또는 성장률)에 대한 평균 개념으로

는 적절하지 않다.

주식과 채권에 각각 1,000원씩 투자한 결과 수익률이 각각 220%와 120%로 나타났다. 수익률

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수익률을 구하시오. 이 투자자는 투자이익을 올렸는가? 어느 평균 개

념이 실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가?

풀이

산술평균은 x 5b220% 1 20%

2
l50.0%이다. 기하평균수익률을 구하려면, (1 1 rg)

2 5(1 2 0.2)

(1 1 0.2)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rg 5 22.02%이다. 투자이익은 1,000(1 2 0.2)1 1,000(1 1 0.2)

2 2,000 5 0이므로, 산술평균이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예제 2.14

■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비교

두 관찰점 x1과 x2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x1 1 x2 5 x 1 x  ⇒  x 5
x1 1 x2

2

기하평균：x1 ? x2 5 xg ? xg  ⇒  xg 5 [x1 ? x2]
1
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술평균은 관찰점의 중간 위치(무게중심)이고, 기하평균은 곱할 때의 평

균 배율(倍率)이다. 앞에서 x1과 x2의 두 변수에 한정하였으나, 이를 n개의 변수로 확대하면 다음

과 같다. 

산술평균：x1 1 x2 1 … 5 n ? x  ⇒   x 5
/n

j51 xj

n

기하평균：x1 ? x2 ? … 5 7 xgAn    
 ⇒   xg 5 [x1 ? x2 ? … ? xn]

1
n

주식 A, 주식 B의 가격이 각각 100원, 200원이다. 다음의 각 경우에 산술평균, 가중평균, 기하

평균 중 어떤 것을 평균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들 평균을 구하시오.

①  1월 초 주식 A를 한 주 구입하였다. 2월초 주가가 2배가 되었다. 3월초에 2월초 대비 4배가 

되었다. 주가는 월평균 몇 배가 된 셈인가?

② 주식 A와 주식 B를 각각 한 주씩 매입하였다. 평균매입단가는 얼마인가?

③ 주식 A를 한 주, 주식 B를 네 주 매입하였다. 평균매입단가는 얼마인가?

풀이

①  기하평균이 적절하다. ‾xg 5 [2·4]
1
2 ≈ 2.8. 월평균 2.8배가 된 셈이다. 기하평균수익률은 월

180%이다.

예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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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앙값

 중앙값(median)이란 관찰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가운데 위치한 자료의 값이다. 예를 들어 

성적의 경우, 중간석차의 점수가 중앙값이 된다.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는 관찰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 중간위치가 어디인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중간위치에 대해 유의할 점이 있다. 관찰

자료의 수가 n일 때 가운데 위치는
 n 1 1

2
번째의 자료이다. n이 홀수이면 가운데 위치를 쉽게 찾

을 수 있다. 그러나 n이 짝수이면 가운데 위치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데, 이때에는 
n 1 1

2
번째에 

인접한 두 자료의 산술평균을 중앙값으로 간주한다. 

4, 5, 2, 9, 9의 중앙값을 구하시오(관찰값의 수가 홀수인 경우).

풀이

위 자료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2, 4, 5, 9, 9가 된다. 자료의 개수가 총 5이므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자료는 
(5 1 1)

2
5 3번째로 중앙값은 5이다.

<Excel 이용> 함수 ‘MEDIAN’을 사용한다.

예제 2.16

4, 5, 2, 9, 9, 7의 중앙값을 구하시오(관찰값의 수가 짝수인 경우).

풀이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2, 4, 5, 7, 9, 9가 된다. 자료의 개수가 총 6이므로 가운데에 위치한 자료

는 
(6 1 1)

2
5 3.5번째이다. 중앙값은 3번째와 4번째의 자료인 5와 7의 평균인 6이다.

<Excel 이용> 자료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도 함수 ‘MEDIAN’을 사용한다.

예제 2.17

1.3 최빈값

우리나라 가정의 자녀 수를 물어보면 대개 2명이라고 답하게 된다. 여기서 2명이라고 답하는 근

거는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를 2명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수가 가장 많은 수는 2이다. 이처럼 

② 산술평균이 적절하다. ‾x 5
100 1 200

2
5 150. 평균매입단가는 150원이다.

③ 가중평균이 적절하다. ‾xw 5 a1
5
k100 1 a4

5
k200 5 180. 평균매입단가는 1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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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가 가장 많은 자료의 값을 최빈값(mode)이라 한다.

최빈값의 영문 단어 mode는 유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유행이란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따

르는 풍조를 의미한다. 만일 검은색 옷을 가장 많은 사람이 입으면 검은색이 유행이고 이를 통계

학적으로 말하면 유행색 조사에서 검은색이 최빈값이 되는 것이다.

어느 판매직원이 지난 10개월간의 자동차 판매대수가 0, 2, 2, 2, 2, 2, 5, 4, 6, 6으로 나타났다. 

최빈값을 구하시오.

풀이

관찰값 0 2 4 5 6

도수 1 5 1 1 2

도수가 가장 큰 값은 2이므로 최빈값은 2이다. 월간 판매대수가 2대인 경우가 제일 많았다는 

의미이다. 

<Excel 이용> 함수 ‘MODE’를 사용한다.

예제 2.18

[예제 2.18]에서 산술평균은 3.1이 나온다. 이로부터 월평균 판매대수가 3.1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최빈값뿐 아니라 산술평균 또한 대푯값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최빈값만이 

대푯값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다음의 예제를 보자.

국회의원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5명이 있다. 

❶ 후보 1      ❷ 후보 2      ❸ 후보 3      ❹ 후보 4      ❺ 후보 5

주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100명이 후보 1에게 투표하고, 나머지 후보에게 

각각 1,975명씩 투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산술평균을 계산하니 2.975가 나왔다. 2.975의 의

미는 무엇인가? 중앙값이 3이 나왔다. 3의 의미는 무엇인가? 산술평균이나 중앙값이 대푯값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자료의 대푯값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가?

풀이

이들 숫자는 명목척도로 측정되었다. 명목척도에 대한 사항은 제1장을 참조하시오. 명목척도

로 측정된 숫자는 그 크기가 내포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산술평균이나 중앙값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만이 대푯값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빈값이 1이므로 후보 

1의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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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비교

관찰된 모든 자료가 사용된다는 점이 산술평균의 장점이다. 관찰값 하나하나가 모집단을 추론할 

때 필요한 정보인데, 산술평균 계산에 모든 관찰값이 사용되므로 산술평균값에 모든 정보가 반영

된 셈이다. 이런 점에서 자료의 대푯값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술평균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러나 이 장점은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값에 의해 산

술평균의 값이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다음 ①, ②, ③, ④의 산술평균과 중앙값을 구해보자.

① 10, 20, 30, 40, 50

② 10, 20, 30, 40, 100

③ 10, 20, 30, 40, 1,000

④ 10, 20, 30, 40, 10,000

①, ②, ③, ④을 비교하면, 제일 큰 값이 50, 100, 1,000, 10,000으로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①, ②, ③, ④의 중앙값은 30으로 동일하다(다음 그림에서 으로 표시). 그러나 산술평균의 

값은 크게 변한다. 산술평균은 ①에서 30, ②에서 40, ③에서 220, ④에서 2,020으로 민감하게 바

뀐다( 로 표시).

그림 2.9 극단값의 변화에 따른 산술평균의 변화

10 20 30 40 50

10 20 30 40 100

10 20 30 40 1000

10 20 30 40 10000

①

②

③

④

다음의 토의예제를 보자.

대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어떤 섬에 살고 있는 주민 1,000명에 대한 연간 소득을 조사하였다. 이 

중 999명의 연간 소득은 1달러인 반면, 1명의 소득은 1,000,000달러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

시오.

① 수학적 계산 없이 이 섬주민이 잘사는지 아니면 어렵게 살고 있는지 말하시오.

토의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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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의예제와 같이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 산술평균이 대푯값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산술평균

을 구할 때 1,000,000달러란 극단값이 큰 영향을 주어 산술평균의 값이 약 1,000달러가 나온 것이

다. 더구나 이 극단값이 10,000,000달러로 10배가 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산술평균이 약 10배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앙값은 극단값으로부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중앙

값은 500번째와 501번째 값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뿐, 다른 어떤 값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

기 때문이다. 

중앙값 대신에 ‘중위’라는 용어가 사용되곤 한다. 특히 소득수준의 경우 중앙값 대신에 중위소

득이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 즉 소득의 중앙값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는데, 다

음 표는 정부가 발표한 2015년과 2016년의 중위소득이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의 중위소득은 각각 월 3,441,364원과 3,579,019원이다. 

풀이

섬주민 중 한 명의 소득이 높다 할지라도 주민 대부분의 소득이 1달러로 매우 낮으므로 섬주민

들은 매우 어렵게 산다고 해야 한다.

② 산술평균과 중앙값을 구하고, 이 둘 중 어느 개념이 주민의 소득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풀이

산술평균은 (1 1 1 1…1 1) 1 1,000,000
1,000

5 1,000.999이다. 이제 중앙값을 구해 보자. 관찰자료 

수가 1,000개로 짝수이므로 소득수준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500번째 소득과 501번째 소득

의 평균인 1달러가 중앙값이다. 산술평균에 따라 평균소득이 약 1,000달러라고 말한다면, 주민

이 그리 어렵게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주민은 빈곤하

기 때문에 산술평균은 주민의 소득 실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에 중앙값은 1달러로 주

민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③  1년 후, 999명의 소득은 여전히 1달러인데 반해, 1명의 소득은 10배가 되어 10,000,000달러

가 되었다. 이 섬주민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 산술평균과 중앙값

을 구하고, 산술평균과 중앙값 중 어느 개념이 주민의 소득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풀이

한 명의 소득이 향상되었으나 대부분 주민의 소득이 개선된 게 아니므로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아졌다고 말하기 힘들다. 산술평균을 구하면 (1 1 1 1…1 1) 1 10,000,000
1,000

510,000.999로 

과거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소득이 약 10배가량 향

상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산술평균은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 반면에 중앙값을 구하면 

여전히 1달러로 변함이 없으므로 일반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변함이 없다는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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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인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

’15년 중위소득 (월)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16년 중위소득 (월)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표 2.7 2015년과 

2016년의 월간 중위소

득(단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2016년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는 1,789,510원이고 중위소

득의 150%는 5,368,529원이다. 그러므로 3인 가구의 경우, 중산층이란 소득이 1,789,510원 ~ 

5,368,529원 사이를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정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

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2016년도 중위소득의 50% 이하란 1인 

가구, 2인 가구,… 의 소득이 [표 2.7]의 반인 812,416원, 1,383,302원, … 이하를 뜻하므로, 이 소

득수준 이하의 가구에 한 해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중위소득의 29%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

다. 2016년에 이 급여를 받으려면 1인, 2인, 3인, 4인 가구의 소득수준은 각각 얼마이어야 하는

가?

풀이

1인, 2인, … 가구의 중위소득이 각각 1,624,831원, 2,766,603원, … 이므로 29%인 471,201원, 

802,315원, … 이하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인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

’16년 중위소득 (월)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급여 기준 소득 (월)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예제 2.20

앞의 토의예제에서 극단값에 의해 산술평균값이 민감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 민

감도는 자료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 수가 작으면 극단값의 영향력이 크지만 수가 크면 영향력

이 작다. 왜냐하면 자료 수가 매우 크면 한두 개의 극단값이 산술평균값에 주는 효과는 그만큼 나

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료 수가 작은 경우 산술평균은 대푯값으로서의 역할 수행

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절삭(산술)평균(trimmed (arithmetic) mean)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절삭평균은 자료 중 양쪽 극단값을 절삭한 후 나머지 자료만을 이용해 평

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절삭평균의 사례는 운동경기의 심사에서 찾을 수 있다. 피겨스케이팅의 

경우, 심판의 수는 9명이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절삭)하고 나머지 7명의 점수만을 계산에 포

함시킨다. 다이빙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심판의 수가 5명일 때, 최고점과 최저점을 삭제하고 3명

의 점수만을 계산에 포함시킨다. 심판의 수가 7명이면 최고점 2개와 최저점 2개를 삭제하고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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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수만을 계산에 포함시킨다. 이런 방식은 한 심사위원의 극단적인 점수로 최종 점수에 결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한다. 

분포의 모양에 따라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진다. [그림 2.10]의 세 그

림을 보자. [그림 2.10]의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분포가 좌우대칭이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일

치한다. 분포가 비대칭인 경우에는 비대칭 방향에 따라 이들 값의 위치가 다르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10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위치

산술평균

= 중앙값

= 최빈값

산
술
평
균

최
빈
값

중
앙
값

산
술
평
균

최
빈
값

중
앙
값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을 등록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한다. 2013년, 국회의원 295명이 등록한 

재산의 산술평균은 95억 원이고 중앙값은 11억 원이다. 이들 재산의 분포, 대푯값에 대해 설명

하시오. 산술평균은 대푯값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 (관련 자료는 blog.naver.com/~kryoo

의 국회의원재산_2013.xlsx에 있음)

풀이

산술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크다는 것은 극단값의 존재를 뜻한다. 이런 경우 산술평균은 국회

의원의 재산을 대표하기 어렵다. 정몽준 의원의 재산은 1조 9,249억 원으로, 나머지 국회의원 

294명의 소득이 0원이라 해도 산술평균은 약 65억 원이 나올 정도로 극단값의 영향이 매우 크

다. 이처럼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앙값을 구하거나, 절삭평균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중앙값은 11억 원이고, 상위와 하위 각각 4명씩 제외한 절삭평균은 19억 원으로 드러났다. 

재산 분포의 히스토그램은 다음과 같다.

예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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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의 세 그림 중 가운데의 형태에 해당된다.

2015년 3월,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이 28억 원으로 보도되었다. 2013년의 95억 원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풀이

평균재산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정몽준씨가 2014년 국회의원직을 사임했기 때문이다. 2014년 

정몽준 씨의 사임으로 평균이 약 65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일반 국회의원의 재산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2015년에도 국회의원 중 82%가 전년도 대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2007년의 평균재산이 143억 원으로 매우 높았다. 그 이유는 정몽준 의원이 보유한 현

대중공업의 주가가 40만 원대로 높았기 때문이다. 2013년, 이 주가는 20만 원대로 낮아져 재산

의 산술평균이 95억 원으로 낮아졌다. 

예제 2.22

2. 산포도

골퍼는 골프공을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공

을 보낼 수 있는가에도 관심을 갖는다. 프로골프선수는 아마추어에 비해 평균 비거리가 길고 더 

정확하게 골프공을 보내지만, 프로골프선수 중에서 어느 프로선수가 더 좋은 선수인가는 비거리

보다는 공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내느냐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리디아 고(Lydia Ko, 한국명 고

보경)를 예로 들어보자. 2016년, 그녀의 드라이버 비거리 평균은 세계랭킹 126위에 그쳤지만, 정

확성으로 LPGA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다. 평균 비거리는 비거리 자료의 대푯값에 해당된다면 

정확도는 비거리 자료의 산포도에 해당된다. 즉 산포도란 골퍼의 비거리가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에 대한 정도를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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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을 보자. 두 골퍼는 모두 핀을 목표로 공을 보내고 있다. 위의 골퍼는 볼의 낙하지점

이 핀 주변인 반면, 아래의 골퍼는 볼의 낙하지점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위와 아래의 두 상황은 

산포도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 골퍼의 볼 낙하지점이 더 넓게 퍼져 있으므로 산포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말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11 정확도  

비교

 
 

뉴질랜드에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다. 이 도시는 1월의 평균 기온이 20°C로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미국의 사막에 위치한 Snake River Plain이란 마을의 여름 평균 기온이 21°C

이다. 그러면 이 마을도 살기 좋은 곳일까? 다음의 온도 분포를 보고 설명하시오. 평균기온만

을 고려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온도

오클랜드 Snake River Plain

38℃

23℃

17℃

5℃

21℃20℃
오클랜드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17°C와 23°C이다. 반면에 Snake River Plain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5°C와 38°C이다.

풀이

Snake River Plain의 평균기온이 21°C라 하여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일교차가 매우 심하기 때

문이다. 반면, 오클랜드는 일교차가 작아 살기 좋은 곳임에 틀림없다. 평균만을 고려한다면 살

기 좋은 곳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 온도의 산포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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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도(dispersion)는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산포도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

법부터 살펴보자. 다음 그림은 [그림 2.12]에서의 착지점만을 보여 주고 있다. 착지점의 흩어진 

정도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길이가 큰 오른쪽의 산포도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범위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2.12 착지점의 

비교

2.1 범위

범위(range)란 자료 중에서 가장 큰 값(최댓값)과 가장 작은 값(최솟값)의 차이로 나타낸다.

①  3, 7, 9, 4의 범위를 구하시오.             ②  7, 8, 8, 9의 범위를 구하시오.

풀이

①의 범위는 6(5 9 2 3)이고, ②의 범위는 2(5 9 2 7)이다.

예제 2.24

[예제 2.24]에서 ①이 ②보다 자료가 더 많이 흩어져 있고, 범위의 값이 크다. 그러므로 범위는 산

포도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위는 온도의 산포도(변동성)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온도

의 산포도(변동성)가 크다는 의미이다. 앞의 예제를 보면, 오클랜드의 일교차가 6°C이고 Snake 

River Plain의 일교차가 33°C이다. 6과 33이 두 도시 온도의 범위이다. 따라서 Snake River Plain 

기온의 산포도가 더 크다.

범위는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극단의 값에 의해 범위의 크기가 결정

되기 때문에 양극단 사이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음 [예제 2.25]를 보자.

다음의 두 그림을 보자. 1, 2, …, 6, 7이 관찰되었는데, 각 수치의 빈도는 Y축에 나타나 있다. 

①과 ②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경우 범위는 산포도를 잘 측정하고 있는가?

예제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