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이 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최빈값, 평균, 중위수를 계산한다.

 - 원자료

 - 빈도분포

 - 그룹화된 빈도분포

• 결합평균과 가중평균을 계산한다.

• 중앙 위치 척도를 각각 언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설명한다.

핵심용어 

가중평균(weighted mean)
결합평균(combined mean) 
다봉(multimodal)
산술평균(arithmetic mean) 

양봉(bimodal)
저항성(resistant)
중앙 위치 척도(measure of central 

tendency)

중위수(median)
최빈값(mode)
평균(average)
평균(mean)

서론

3장에서 데이터를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그래프 형

식의 방법들로 데이터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데이터를 수치로 요약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앙 위치 척도(measure of central tendency)는 데이터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요약 값으로 데

이터를 설명한다. 이 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최빈값), 데이터의 평균값(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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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아니면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중위수)이기 때문에 전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각 측정값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그 값을 사용할 때 따르는 장단점도 다르다.

최빈값

데이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 최빈값(mode)이다. 어느 한 데이터 값이 데이터에 있

는 다른 값들보다 자주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빈값은 없다. 2개의 최빈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양봉(bimodal)분포라고 하고 2개 이상의 최빈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봉(multimodal)분포라

고 한다.

원자료 세트의 최빈값을 찾을 때 똑같은 값이 리스트에 함께 나타나도록 순서대로 데이터를 배

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빈도분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찾는다. 그룹화

된 빈도분포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값 대신 최빈계급을 찾는다. 최빈계

급은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계급이다.

최빈값은 계산하기 쉽고 양적자료일 경우에 중앙 위치 척도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질적자료

일 경우에도 최빈값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다봉분포’이거나 최빈값이 없을 경우 전혀 

유용하지 않다.

예제  -  최빈값

최빈값 - 원자료

다음 표는 2010년 영국에서 무연 휘발유의 평균 가격을 리터당 펜스로 나타낸 것이다.

111.8 112.1 116.1 120.5 121.5 118.1 117.5 116.1 115.2 111.7 119.1 122.1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최빈값은 두 번 나타나는 값인 116.1이다.

111.7 111.8 112.1 115.2 116.1 116.1 117.5 118.1 119.1 120.5 121.5 122.1

최빈값 - 빈도분포

공장의 품질 관리 부서는 두 달 동안 매일 특정 기계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불량 개수를 

기록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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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개수 빈도(f)

0 5

1 16

2 10

3 10

4 12

5 4

6 4

 가장 많이 발생한 불량품의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최빈값은 ‘1 ’이다. 데이터를 수집한 

두 달 동안 1개의 불량품이 나온 날은 16일이다.

최빈값 - 그룹화된 빈도분포

다음의 빈도표는 표본으로 선택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한 번 방문할 동안에 브라우징하

는 시간을 ‘분’으로 보여 준다.

브라우징 시간 빈도(f)

1~15 10

16~30 26

31~45 42

46~60 36

61~75 15

76~90 9

31~45계급이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빈값 계급이다.

평균 

평균(mean)보다는 산술평균(arithmetic mean)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지칭된

다. 평균(average)은 데이터의 모든 값의 합을 데이터 총 개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공식을 단순

화하면 다음과 같다.

•  x는 표본평균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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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기호 시그마)는 ‘총합’을 대신함

•  n은 세트에 있는 데이터의 총 수

•  f는 데이터의 빈도

원자료에서 평균 공식은

∑ fx를 각 x값에 대응하는 f  값으로 곱한 다음 모두 더하는 식이고, 데이터가 빈도분포로 요약

되어 있다면, 표본의 평균 공식은 다음과 같다.

그룹화된 빈도분포의 경우에도 동일한 공식을 쓸 수 있지만, 각각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

문에 각 계급의 중간값을 x값으로 사용한다.

그리스 기호 m(발음 ‘뮤’)는 모집단의 평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표본의 평균과 똑같은 공

식으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

평균은 이산 또는 연속 질적자료에 적합하나, 수치가 없는 양적자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평균 

계산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가장 잘 나타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중

앙 위치 척도이다. 하지만 평균을 계산할 때 극단값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제외하

고 평균을 구하면 결과가 아주 다른 값으로 변한다.

결합평균

두  데이터의 각각의 크기와 평균을 알고 있다면 다음의 식을 사용해 두 데이터의 결합평균(combined 

mean)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  x1은 첫 번째 데이터 평균, x2는 두 번째 데이터 평균이고

•  n1과 n2는 데이터 1과 2의 각각의 데이터 개수를 나타낸다. 

이 공식은 2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에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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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산술평균을 계산할 때 데이터의 개별 값은 최종 결과에 동일하게 반영된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일부 데이터 값들이 다른 데이터들보다 더 높은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

우, 데이터의 가중평균(weighted mean)을 다음의 공식을 사용해 계산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여기서

•  w1, w2,…, wn은 세트에서 개별 데이터의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  x1, x2,…, xn은 개별 데이터 값을 나타낸다.

예제  -  평균

평균 - 원자료

다음 표는 2010년 영국에서 무연 휘발유의 평균 가격을 리터당 펜스로 나타낸 것이다.

111.8 112.1 116.1 120.5 121.5 118.1 117.5 116.1 115.2 111.7 119.1 122.1

평균은 

평균 - 빈도분포

공장의 품질 관리 부서는 두 달 동안 매일 특정 기계에 의해 생성된 불량품의 개수를 기

록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불량품 개수(x) 빈도(f) fx

0 5 0

1 16 16

2 10 20

3 10 30

4 12 48

5 4 20

6 4 24

∑ f 5 61 ∑ fx 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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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다음과 같다.  

평균 - 그룹화된 빈도분포

다음의 빈도표는 표본으로 선택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한 번 방문할 동안에 브라우징 

시간(분)을 보여 준다.

브라우징 시간 중위수(x) 빈도(f) fx

1~15 8 10 80

16~30 23 26 598

31~45 38 42 1596

46~60 53 36 1908

61~75 68 15 1020

76~90 83 9 747

∑ f 5 138 ∑ fx 5 5949

평균은 다음과 같다.

결합평균

광대역 사업자는 고객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영국에 기반을 둔 세 곳의 콜센터를 보

유하고 있다. 각 콜센터 직원의 수와 평균 연령은 다음 표에 나타난다.

맨체스터 글래스고 카디프

직원 수 1560 1240 985

직원 평균 연령 32 28 25

모든 콜센터들의 직원의 연령에 대한 결합평균은

가중평균

요크셔대학교 경영학부에서는 학부 첫 학기에 전공필수 과목으로 비즈니스 통계를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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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다음 표는 강의 평가 방법이다.

평가 항목 가중값

주 단위 숙제 20%

시험 30%

프로젝트 리포트 50%

한 명의 학생이 매주 내는 숙제의 점수는 74%, 기간 시험은 88%, 프로젝트 보고서는 

52%를 받았을 경우, 학생의 최종 평가 점수(가중평균)는

중위수

순서대로 정리된 데이터를 반으로 나누는 중간값이 그 데이터의 중위수(median)이다. 데이터의 

반은 중위수보다 작은 값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중위수보다 큰 모든 값을 나타낸다.

데이터 개수가 홀수일 경우, 중위수는 실제로 데이터의 값 중 하나이며 중간값이다. 하지만 데

이터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정확한 중간값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가장 가까운 2개 값의 평균

으로 중위수를 계산한다.

슈퍼마켓 10번과 14번 계산대에서 고객들이 쓴 금액(파운드)을 나타내는 다음 데이터들을 살펴

보자.

고객 1 고객 2 고객 3 고객 4 고객 5

계산대 10 6.04 12.99 30.22 56.70 58.94

10번 계산대에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고객들의 수는 홀수이기 때문에 중간 위치에 서 있는 

고객이 쓴 금액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 데이터에 속해 있는 값, 30.22파운드를 3번째 고객이 썼다.

고객 1 고객 2 고객 3 고객 4 고객 5 고객 6

계산대 14 4.68 19.01 45.66 47.12 61.25 61.27

그러나 14번 계산대에 대한 데이터의 수는 짝수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간 위치가 없다. 이 경우

에, 우리는 중간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값의 평균을 계산한다. 이 두 값은 14번 계산대에서 고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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