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동과학과사회과학을위한통계학입문』에온것을환영한다. 우리는여러분이이강의를

수강했던다른학생들만큼독특할것이라고생각한다. 어떤학생은상당히과학적소

양을갖춘반면, 다른학생은보다직관적일것이다. 어떤학생은수학을좋아하지만, 다른

학생은덜좋아하거나심지어는두려워할것이다. 여러분의스타일이어떤것이든, 모두를

환영하는바이다. 만일이책에특별히주의를기울인다면(아마도대부분의다른분야교재가

요구하는것보다약간더많은주의집중이필요할것이다), 여러분은통계학을배우게될것

이라는사실을확신시켜주고자한다. 이책이사용하는접근방식은여러분에앞서통계학을

공부했던모든유형의학생들을성공적으로가르쳐왔다. 여기에는이전에통계학강의를수

강하였으나결과가신통치않았던학생들도포함된다. 이책을통해서그리고교수의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은통계학을배우게될것이며그것도아주잘알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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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통계학을배울수있다는사실을전제로한다고하더라도, 여러분은여전히통계

학이요구하는만큼의노력을기울이기를원하는지여부를결정해야만한다. 전공필수과목

요건을충족시키는것(별로원기를북돋우는동기는아니다) 이외에통계학을공부하려는이

유는무엇인가? 첫째, 여러분전공분야의연구논문들을읽을준비를보다잘갖추게된다.

둘째, 만일여러분이원한다면스스로연구를수행할수있는길로들어서게된다. 셋째, 추

리와직관모두를증진시키게된다. 넷째, 어려움끝에결국에무엇인가를파악할때마다여

러분은환희를맛보게될것이다.

공식적으로통계학(

 

statistics)은수학의한갈래로, 숫자의집합을체제화하고분석하며해

석하는데초점을맞춘다. 그런데진정통계학이란무엇인가? 통계학이란모든사람들이사

용하는다음과같은기본적인사고과정을확장시켜주는도구라고생각하라. 여러분이어떤

것을관찰한다. 그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또는그것의원인이무엇인지궁금해한다. 통찰을

갖거나직관적추측을해본다. 다시관찰을하는데, 이번에는자세하게관찰한다. 아니면자

신의직관을검증하는과정에서약간의변화를시도해본다. 이제여러분은다음과같이시작

도끝도없는문제에직면한다. 여러분의추측은확증되었는가? 두번째관찰했던사건이반

복해서발생할것이기때문에그사건은아마도참일것이라는여러분의통찰을세상에공표

할수있게될가능성은얼마나되는가?

통계학은진리를추구하는한가지방법이다. 최소한도통계학은여러분의추측이이시점

과장소에서그리고이러한유형의사람들에게서참일가능성을알려줄수있다. 진리의추

구또는최소한도그것이미래에일어날가능성의추구가바로과학의요체다. 이것은또한

인간의진화와생존의요체이기도하다. 다음과같은최초의연구문제를생각해보자. 매머

드는내년봄에어떤행동을할까? 만일내가이뿌리를먹는다면무슨일이일어날까? 먼옛

날용의주도한‘연구자들’이어떻게생존할수있었는지를알아보는것은어렵지않다. 여러

분이오늘이렇게존재할수있는것은여러분의조상이근력뿐만아니라두뇌를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의뒤를이을후손들에게도똑같은능력이필요하다. 결과에대해서신중하

게생각하라. 통계학은그렇게하는한가지좋은방법이다.

행동과학자와사회과학자들은연구를수행하여수집한숫자들을이해하는데도움을받기

위해서통계방법들을사용한다. 좋은연구를설계하는방법은그자체로하나의주제이다.

그렇지만이교재에서는연구를통해서수집한데이터를이해하기위한통계방법들에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행동과학자들과사회과학자들은여러분이이책에서배우게될통계절차들을

수행하기위하여컴퓨터와통계소프트웨어를사용한다. 그렇지만통계학을탄탄하게이해하

는최선의방법은손으로직접통계절차들을수행하는방법을배우는것이다(물론계산기의

도움을받아야겠지만, 여러분이배우는것은단순한가감승제가아니라모든단계들을거치

는것이다). 여러분이수행해야하는계산의양을최소화시키기위하여, 각장의사례와연습

문제들에서비교적작은숫자집합을사용한다. 희망컨대, 이렇게함으로써각연습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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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수치집합의체제화, 분

석,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수학

의한분야.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숫자의 집합에 순서를 나타내기

계산(예컨대, 2라는답을내놓기위해서 7에서 3을뺀다음에 2로나누는것등)보다는통계

절차의기저원리와논리에더많은주의를기울이게되기를바란다. (이책의목표에관하여보

다많은정보를보려면,“학생들을위한서문”을참조하라.) 이렇게말은하지만, 컴퓨터에서

통계절차를사용하는방법을배우는것도중요하다. 여러분자신이연구를수행할때는컴퓨

터를이용하여데이터를처리할가능성이매우높을것이다. 따라서필요할때는각장말미

에“SPSS 사용하기”라는절이포함되어있다. 행동과학자들과사회과학자들은통계분석을

수행하기위해서일반적으로 SPSS 통계소프트웨어를사용한다. 여러분의학교에서 SPSS에

접속하여사용할수있는지를교수에게확인해보라.

통계방법의두갈래

통계방법에는두가지주요갈래가있다.

1. 기술통계 : 행동과학자들과사회과학자들은연구에서얻은숫자의집합들을요약하고

기술하기위하여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사용한다.

2. 추론통계 : 행동과학자들과사회과학자들은연구에서얻은숫자들에근거하지만그숫

자집합을넘어서는결론을도출하고추론하기위하여추론통계(inferential statistics)를

사용한다. 예컨대, 추론통계는연구자들로하여금소수의사람들이참가한연구에근거

하여보다큰집단의사람들에대해추론할수있게해준다.

이장과다음두장에서는기술통계에초점을맞춘다. 이주제는자체적으로도중요하지만

추론통계를이해하도록여러분을준비시켜주기도한다. 추론통계는이책나머지부분의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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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점수 집합을 요약하

거나보다이해하기쉽게만드는

절차.

추론통계 연구에서 얻은 점수

에근거하여전집에대한결론을

도출하는절차.

사실을직시해보자. 여러분중많은학생들이이강의를두려워하며,

심한 경우에는 완전한‘통계 불안’사례인 경우도 있다(Zeidner,

1991). 여러분이숫자를보는순간에긴장하게될지도모르기때문에,

이메시지를당장전할필요가있겠다.

첫째, 이강의는숫자를가지고새롭게출발할수있는기회다. 기하

학, 삼각함수, 대수학에서여러분의과거성적(또는이러한과목의회

피), 또는이와유사한공포가통계를얼마나잘이해할것인가에어떤

방식으로든영향을미칠이유가없다. 통계는상당부분수학과상이

한주제다.

둘째, 만일걱정이지속된다면그걱정이어디에서유래하는것인지

를알아볼필요가있다. 수학이나통계불안, 검사불안, 일반적불안,

그리고 자신감의 일반적 결여 등은 각각이 수학 강의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Cooper &

Robinson, 1989; Dwinell & Higbee, 1991).

여러분의문제가주로수학/통계불안인가?인터넷을뒤져보면여러

분을도와줄수있는많은훌륭한책과웹사이트를찾을수있을것이

다. 우리는 쉐일라 토비아스(Sheila Tobias)의『수학 불안 극복하기

(Overcoming Math Anxiety)』(1995)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본인이

과거에 수학 회피자였던 토비아스는 여러분의 목표가“수학 정신건

강”이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그녀는 이것을“수학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수학을기꺼이배우려는의지”(12쪽)라고정의한다. 

토비아스(1995)는 수학 정신건강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상실

한다고설명한다. 호명당하여칠판앞에서면, 마음은백지상태가되

어버리고산수문제에올바른답을내지못하게된다. 시간이제한된

생각상자1-1 수학불안, 통계불안, 그리고당신: 이강의를정말로걱정하는사람들을위한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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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는알량하게남아있던자신감마저도사라질가능성이높은

데, 여러분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러한 시험은 매우 유능한 소수를

제외하고는모든사람에게어려운것이다.

수학불안이시작되었던 순간이나시절을돌이켜생각해봄으로써

그불안을극복하라. 그이전에는여러분도다른학생들못지않게잘

하고있었기때문에, 수학불안은여러분의능력부족에의한것이아

니라 준비가 잘되어 있던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도록 만든 나쁜

경험이나부적절한교수법에의한것이다. 이제부터는여러분스스로

를보다따뜻하게대하라. 모든것을즉각적으로이해할것이라고기

대하지말라. 여러분은계속해서나아질것이다. 

자신감을가지고시작하라. 잘해내는데는한학기정도의고등학

교수학이필요할뿐이지만, 여러분의수학두뇌가작동할준비가되

도록복습을하라. 온라인으로복습을할수도있겠다. 강의에충실하

게임하고강의중에는주의를기울여라. 피곤해지기전에우선통계

숙제를 하라. 교수, 강의 조교, 아니면 알고 있는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하라.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라.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누구에겐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자 시도해

보라. 그과정에서이해하게될수있다. 강의에앞서그내용을편안

한마음으로미리읽어보라. 그렇게하면강의시간에듣는내용은이

미친숙한것이된다.

여러분의문제가검사불안인가?불안은각성을야기하며, 심리학에

서가장잘알려진관계중의하나가각성과수행간의관계다. 적절한

각성은수행에도움을주는반면, 지나치게높거나낮은각성은인지

능력과작업기억을극적으로감소시키게된다. 학습했던것들을회상

하기가더욱어렵게된다. 여러분의마음은내닫기시작하고, 보다큰

불안과각성을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호흡을조절한다거나잠시휴

식을취하는것등과같이불안과각성을감소시키는많은방법들이

있다. 대학의상담센터는여러분을직접적으로도와주거나문제에관

한좋은책들을소개해줄수있을것이다. 많은웹사이트들도불안을

감소시키는방법들을다루고있다. 

특히검사불안을낮추려면, 처음에실시하는몇차례의시험을지

나칠정도로과잉준비함으로써아무리각성된다고하더라도실패할

가능성이없다는확신을가지고시험에임하도록하라. 특히첫번째

시험에서그렇게하라. 복습해야할옛날자료도없을뿐만아니라첫

번째시험에서의좋은성적은다음시험에대한불안을감소시켜줄

것이기때문이다. 시험을연습하되, 여러분을가장괴롭히는측면들을

시험과동일하게만들도록각별한노력을기울여가능한한실제시

험과 유사하게 만들어라. 일단 준비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숙제로내준문제들을푸는시간제한을설정하라. 답을완벽하고도올

바르게읽을수있게작성하라. 이것이시험을보는동안에여러분을

초조하게만드는요인일수있다. 만일다른학생들의존재가여러분

을 괴롭힌다면 ― 여러분의 연필은 허공을 맴도는데 다른 학생들이

답안지를작성하고있는연필소리―다른수강생들과함께연습시

험을실시하라. 심지어는누가가장먼저답안지를작성할수있는지

를가지고시합도해보라. 

실제로시험을볼때는시험지빈칸에망각할까두려워하는공식들

을적어둠으로써불안의요인을제거하라. 시험문제전체를훑어봄으

로써페이스를어떻게조절할것인지를알도록하라. 문제를신중하게

읽어보라. 쉽게답할수있는문제부터시작하고, 답하기가불가능해

보이는문제들이있더라도걱정하지말라. 그문제들을풀지못하더라

도여전히시험에통과할수있다. 주변의다른학생들을무시하도록

노력하라. 어떤학생은빠르게답을적는것처럼보일수있지만, 여러

분만큼올바른답을내놓지못할수도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자신감의 일반적 결여인가? 삶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형편없게 느끼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가? 그렇다면여러분을따뜻하게대해줄대학상담센터를찾아갈것

을권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지나치게민감한가?높은민감성, 반응성또는

수용성은 15∼20%의사람들(그리고적어도 100여가지의다른동물

종들)에서나타나는생득적특질이다(Wolf, Van Doorn, & Weissing,

2008). 이러한특질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선천적으로문제로돌진

해들어가기보다는행동에앞서생각에빠지는전략을택한다. 두뇌영

상연구에서보면, 이들은정보를보다깊이처리하며, 미묘한차이들

에주목한다(Jagiellowicz 등, 2010). 이러한특질이사람들을특히직

관적이고 창의적이며 세심하게 만든다(Aron, 1996; Aron & Aron,

1997). 또한강한정서반응을보이게만들며, 아동기환경과사건의영

향을 더 많이 받는다(Aron, Aron, & Davies, 2005; Belsky,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7; Ellis, Essex,

& Boyce, 2005). 지나치게많은것들을자각함으로써다른사람들보

다 빨리 흥분하게 된다. 따라서 과잉 각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보다도

잘해낼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학생활자체

가이들에게는심각한도전거리일수있다. 

여러분은혹시자신이과잉민감한사람이아닌지알아보기를원할

는지도 모르겠다(http://www.hspers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그렇다면이특질의장점을기꺼이받아들이고, 쉽게과잉각성

하는 경향성이라는 단점을 인정하도록 하라. 이 특질은 시험 결과에

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중요한것은여러분이실제로알고있는것

이무엇이냐는점이며, 그것은꽤나상당한것일수있다. 자신을인정

한다는이렇게단순한행위, 즉여러분이우둔한것이아니라다른사

람보다더민감하다는사실을인정하는것자체가여러분의통계지

식을표현하고자시도할때각성을낮추는데도움을줄수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이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그리고삶에서좋은일들이있기를소망한다.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숫자의 집합에 순서를 나타내기

심이다.

이장에서는몇가지기본개념들을소개하며, 여러분은숫자의집합을기술하기위해서

표와그래프를사용하는방법을공부하게된다. 기술통계의목표는숫자의집합을이해하기

쉽도록만드는것이다. 앞으로보게되겠지만, 표와그래프는많은것들에도움을준다.

기본개념

변인, 값, 그리고점수

대규모연구(Aron, Paris, & Aron, 1995)의일환으로, 연구자들은통계학개론강의첫주에

151명의학생들에게질문지를실시하였다. 한가지질문은“지난 2주동안에얼마나스트레

스를받았는지를 0부터 10까지의척도에나타내주십시오. 0은스트레스를전혀받지않은

것이고 10은가능한스트레스를모두받은것을나타내는것입니다”였다. (여러분의반응은

어떤것인가?) 이연구에서는학생들의스트레스수준을알아보기위하여사회조사법을사용

하였다.스트레스를연구하기위하여연구자들이사용한다른방법들에는실험실과제를가지

고스트레스를유발하는것(예컨대, 발표하는것을비디오로촬영하는것, 쥐에게물에서수

영하도록하는것등)과스트레스관련호르몬이나두뇌의변화를측정하는것등이있었다.

위의사례에서스트레스수준이변인(variable)1)이며, 이변인은 0부터 10까지의값(value)

을가질수있으며, 특정인이반응한값이그사람의점수(score)다. 만일 6이라고답하였다

면, 여러분의점수는 6이된다. 그점수는스트레스수준이라고부르는변인에서 6의값을갖

는다.

보다공식적으로변인은상이한값을가질수있는조건이나특성이다. 요컨대, 변인은변

할수있는어떤것이다. 우리의사례에서는스트레스수준이변인이다. 0에서 10까지의값

을가질수있다. 신장, 사회계급, 창의성검사점수, 특정한날에결석한사람의수, 처방한

투약량, 정당선호도, 그리고수강생의수도모두변인이다.

값은단지 4, －81, 367.12와같은숫자다. 또한값은여성과남성이나살고있는국가(캐

나다, 미국, 호주등)와같은범주일수도있다.

마지막으로어느변인에서든한사람은특정한숫자또는점수를가지며, 그변인에서그

사람의값이된다. 예컨대, 스트레스수준변인에서여러분의점수는 6의값이될수있다.

다른학생의점수는 8의값이될수있다.

5

1) 역자주 : 수학이나통계학에서는변수(變數)라는용어를사용하여숫자적특징을강조하지만, 심리학을

포함한사회과학에서는변화할수있는심리적/신체적/생리적요인이라는점을강조하여변인(變因)이라는

용어를선호한다. 혹독자들이지금까지변수라는용어에친숙해있었더라도, 이책에서는변인이라는용

어를사용하기로한다.

변인 상이한값을가질수있는

특성. 

값 한 점수가 가질 수 있는 수

치. 

점수 특정인의 특정 변인에서

의값.



행동과학과사회과학연구는변인, 값, 그리고점수에대한것이다(표 1-1 참조). 우리는

이용어들을책전반에걸쳐사용할것이다. 형식적정의는조금더추상적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은이용어들을사용할때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가대체로명백하다는사실을알게

될것이다.

변인의유형

행동과학자와사회과학자들이사용하는대부분의변인들은스트레스평가예와유사한것들

이다. 점수는측정하고있는대상에그변인이얼마나많은지를알려주는숫자다. 스트레스

평가 사례에서 숫자가 클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변인을 수량변인

(numeric variable)이라고부른다. 수량변인은정량적변인(quantitative variable)이라고도부

른다.

행동과학자들과사회과학자들은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두가지유형의수량변인을사용

한다: 등간변인과서열변인. 흔히사용하는유형의변인은숫자가대체로측정하고있는것의

동일한양을의미하는변인이다. 이것을등간변인(equal-interval variable)이라고부른다. 학

점평균을보자. 이것은대체로등간변인이다. 예컨대, 학점평균 2.5와 2.8 간의차이는 3.0과

3.3 간의차이와거의같은크기의차이를의미한다. 많은행동과학자와사회과학자들은 0부터

10까지의스트레스수준평정과같은척도도대체로간격이동일한것으로간주한다. 따라서

스트레스평정 4와 6 간의차이는 7과 9 간의차이와대체로동일하다는것을의미한다.2)

행동과학자와사회과학자들이흔히사용하는다른유형의수량변인은숫자가단지상대적

순위만을나타내는변인이다. 이것을순위변인(rank-order variable)이라고부른다. [순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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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사례

변인 상이한값을가질수있는조건이나특성 스트레스수준/연령/성별/종교

값 숫자또는범주 0, 1, 2, 3, 4/25, 85/여성/천주교

점수 한변인에서특정인의값 0, 1, 2, 3, 4/25, 85/여성/천주교

표 1-1 기본용어들

2) 역자주 : 등간변인은절대영점이없기때문에점수들간의간격이동일하다고하더라도‘8은 4보다두배

크다’와같은표현은할수없다. 예컨대, 섭씨온도계에서 0도는온도가없는상태가아니라순수한물이

어는온도를상대적영점으로삼고있는것이다. 따라서 20도와 30도의차이는 40도와 50도의차이와동

일하지만 40도가 20도보다온도가두배높다고는말할수없는것이다. 길이나무게등은길이나무게가

전혀없는절대영점이있기때문에 20미터는 10미터보다두배길며, 20그램은 10그램보다두배무겁다

고말할수있다. 이러한변인을비율변인(ratio variable)이라고부른다. 심리적특성을나타내는변인의

경우에는절대영점을상정할수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 심리학을포함한행동과학과사회과학연구에서

비율변인을사용하는경우는거의없다.

수량변인 값이수치인변인. 정

량적변인이라고도부름.

등간변인 수치들이 측정하고

있는것의동일한양을나타내는

변인. 

순위변인 값들이 순위인 변인.

서열변인이라고도부른다. 



인은서열변인(ordinal variable)이라고도부른다.] 한가지예가졸업성적의순위다. 순위변

인에서는한숫자와다음숫자간의차이가측정하고있는대상에서항상동일한크기를의미

하지않는다는사실에유념하라. 예컨대, 졸업성적에서 2등과 3등의학점평균차이는 8등과

9등의차이와상당히다를수있다. 순위변인은등간변인보다적은정보를제공해주며, 정

확도가떨어진다. 그렇지만행동과학자와사회과학자들은순위변인만이가용하기때문에이

변인을사용하는경우가많다.

숫자에관한것이아니라단지이름이나범주만을지칭하는유형의변인도있다. 이것을명

목변인(nominal variable)이라고부른다. 명목(nominal)이라는용어는그값이이름이된다

는생각에서유래한다. [명목변인은그값이범주이기때문에범주변인(categorical variable)

이라고도부른다.] 예컨대, 명목변인인성별에있어서값은여성과남성이다. 성별변인에서

한개인의‘점수’는두값중하나다. 마찬가지로머리색깔은갈색, 검은색등과같은값을갖

는다.

이렇게상이한유형의변인들은상이한측정수준(levels of measurement)에근거한다(표

1-2 참조). 때때로연구자들은특정변인을어떻게측정할것인지를결정해야만한다. 예컨

대, 등간척도나순위척도또는명목척도를사용할수있다. 선택한측정수준은한변인을가

지고사용할수있는통계방법의유형에영향을미친다. 이책에서는주로수량변인이면서등

간변인에초점을맞춘다. 그렇기는하지만순위변인과명목변인도행동과학과사회과학에서

꽤나보편적이다. 순위변인과명목변인의사용을위해특별히설계한몇몇통계절차들을제

11장에서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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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해보기

1.한아버지가딸의변덕스러움을 7점척도에서 2점으로평정한다. 이예에서 (a) 무엇이변인인가? (b) 무엇

이점수인가? (c) 가능한점수의영역은무엇인가?

2.수량변인과명목변인간의차이는무엇인가?

3.다음변인각각은어떤유형의변인인지말해보라: (a) 한개인의국적(멕시코, 프랑스, 일본등), (b) 지능검

사에서한개인의점수, (c) 대기순서에서한개인의위치(첫번째, 두번째등).

해답

 

1.(a)변덕스러움,(b)2,(c)1∼7.

2.수량변인은그변인이측정하는것의정도를알려주는숫자의값을갖는다.명목변인은상이한

범주의값을가지며특정한숫자순서를갖지않는다.

3.(a)명목,(b)등간,(c)순위.

수준 정의 사례

등간 값간의차이가측정하고있는기저대상에서의차이에대응하는수량변인 스트레스수준, 연령

순위 값들이측정하고있는대상의상대적위치에대응하는수량변인 석차, 마라톤순위

명목 값이범주인변인 성별, 종교

표 1-2 측정수준

명목변인 값들이 범주인 변인.

범주변인과동일한개념.

측정수준 등간척도, 순위척도,

명목척도등과같이측정치가제

공하는수치정보의유형.



빈도표

한가지예

스트레스평정예로되돌아가보자. 이연구에서통계학개론수강생들이강의첫주에“지난

2주동안에얼마나스트레스를받았는지를 0부터 10까지의척도에나타내주십시오. 0은스

트레스를전혀받지않은것이고 10은가능한스트레스를모두받은것을나타내는것입니

다”라는문항에답하였다는사실을회상해보라. 실제연구에는 151명의점수가들어있다.

이예를쉽게이해하도록만들기위해서, 151명중에서 30명이라는부분집합점수를사용하

고자한다(이렇게하는것은여러분이스스로시도해보고자할때에도시간을절약해준다).

30명의점수(척도에서의평정점수)는다음과같다.

8, 7, 4, 10, 8, 6, 8, 9, 9, 7, 3, 7, 6, 5, 0, 9, 10, 7, 7, 3, 6, 7, 5, 2, 1, 6, 7, 10, 8, 8.

이점수들을훑어보면전반적경향성에대해감을잡을수있다. 그렇지만이것은결코정

확한방법이아니다. 한가지해결책은평정이제공할수있는 11개의값(0, 1, 2, …, 10) 각

각을얼마나많은학생들이사용하였는지를보여주는표를만드는것이다. 즉특정한평정을

사용한학생의수가그값의빈도(frequency)이다. 우리는표 1-3에그표를만들어놓았다.

또한각값의빈도가전체점수의수에서차지하는백분율도계산하였다. 이러한표는때때로

원점수빈도만을제공하고백분율을제공하지않거나, 아니면백분율만제공하고원점수빈

도를제공하지않는다.3)

표 1-3을 빈도표(frequency table)라고부르는이유는각각의평정점수를얼마나자주(몇

번이나) 사용하였는지를보여주기때문이다. 빈도표는숫자들의패턴을보기쉽게만들어

준다. 이예에서는대부분의학생들이자신의스트레스를 7이나 8 정도로평가하였으며, 소

수만이매우낮게평가하였다는사실을볼수있다.

빈도표를만드는방법

빈도표를만드는데는네가지단계가있다.

?페이지의맨왼쪽행을따라서가장작은값부터시작하여가장큰값까지가능한값들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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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덧붙여어떤빈도표는각값에대해서그값을포함해서선행하는작은값들의빈도를누적적으로합

산한빈도를포함하기도한다. 이것을누가빈도(cumulative frequency)라고부른다. 표에서그값의위치

까지얼마나많은점수들이누적되었는지를알려주기때문이다. 만일백분율을사용한다면, 누가백분율

을포함시키기도한다. 누가백분율은각값에대해서그값을포함한지금까지점수의백분율을제공한다.

어느한값(또는그값을갖는점수)에대한누가백분율을백분위(percentile)라고도부른다. 누가빈도와

누가백분율은전체점수집합에서특정점수가어디에위치하는지를알아보는데도움을준다.

표 1-3 스트레스 척도의

각값을평정한학생수에

대한빈도표

스트레스

평정 빈도 백분율

0 1 3.3

1 1 3.3

2 1 3.3

3 2 6.7

4 1 3.3

5 2 6.7

6 4 13.3

7 7 23.3

8 5 16.7

9 3 10.0

10 3 10.0

출처 : Aron 등(1995).

빈도표 특정 변인에서 각 값을

갖는 참가자의 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목록.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숫자의 집합에 순서를 나타내기

록을만들라. 스트레스평정결과에서목록은가능한가장작은값인 0부터가능한가장

큰값인 10까지진행한다. 0과 10 사이에서어떤값의평정이하나도없더라도, 목록에

는그값을포함시키고그값의빈도가 0임을보여주어야한다는사실에유념하라. 예

컨대, 어느누구도 2의스트레스평정을하지않았지만, 빈도표에는 2를하나의값으로

포함시켜야한다.

?점수들을하나씩확인하면서목록의각값오른쪽에빈도표시를하라. 그림 1-1에나와있

다.

?목록의각점수를몇번이나사용하였는지를보여주는표를만들라. 각값옆에나타낸빈

도표시의수를합하라.

?각값에대한점수의백분율을계산하라. 각값의빈도를점수의전체개수로나누고 100

을곱하라. 일반적으로백분율을반올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소수점첫째자리까지

표현할것을권장한다. 반올림으로인해서백분율의총합이정확하게 100%가안될수

도있다는사실에유념하라(그렇지만총합은 100%에근사해야한다).

명목변인의빈도표

위의네단계는여러분이수량변인을사용하고있다는것을가정하며, 가장보편적인상황이

다. 그렇지만명목변인의각값(즉범주)에서점수의빈도를보여주는빈도표를사용할수도

있다. 예컨대, 연구자들(Aron, Aron, & Smollan, 1992)은 208명의학생들에게자신의삶

에서가장가까운사람의이름을적도록요청하였다. 표 1-4에나와있는것과같이, 33명은

가족을선택하였고, 76명은애정관계가없는친구를, 92명은애정관계가있는배우자를, 그

리고 7명은다른사람을선택하였다. 표 1-4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빈도표왼쪽에나와

있는값들은변인의값(범주)들이다.

9

그림1-1 스트레스평정점수에대한빈도표만들기(Aron, Paris, & Aron, 1995에근거한데이터)

표 1-4 명목변인의 빈도

표 : 208명학생의삶에서

가장가까운사람

가장가까운

사람 빈도 백분율

가족 33 15.9

친구 76 36.5

연인 92 44.2

기타 7 3.4

출처 : Aron, Aron, &
Smollan(1992).

성공을위한팁

단계 ?를 수행할 때는 목록

에표시할때각점수를지워

나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단계에서흔히범하는실수를

피할수있다.

스트레스
평정 빈도



또다른예

맥러플린-볼페, 아론, 그리고라이스(McLaughlin-Volpe, Aron, & Reis, 2001)는 94명의

1, 2학년대학생들에게정규학기의어느일주일동안자신의사회생활에관한일기를쓰도

록요청하였다. 10분이상사회적교류를할때마다카드에내용을적었다. 카드에는상호작

용한상대방에관한질문그리고대화의다양한측면들에관한질문들이포함되어있었다.

94명의학생들에있어서일주일에걸쳐가족과작업상황을배제하고 10분이상사회적교류

를한횟수는다음과같다.

이제빈도표를만드는네단계를따라가보자.

?페이지의맨왼쪽행을따라서가장작은값부터시작하여가장큰값까지가능한값들의목

록을만들라. 상호작용에서가능한가장작은수는 0이다. 이연구에서상호작용의가장

큰수에는제한이없다. 그렇지만이집단에서실제로가장큰수는 48이었다. 따라서

48을가장큰수로사용할수있다. 첫번째단계는이값들을페이지의왼쪽행을따라

서기술하는것이다. (여러개의행을사용함으로써모든점수가한페이지에들어갈수

있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다.)

?점수들을하나씩확인하면서목록의각값오른쪽에빈도표시를하라. 그림 1-2가이단계

의결과를보여준다.

?목록의각점수를몇번이나사용하였는지를보여주는표를만들라.표 1-5가그결과다.

?각값에대한점수의백분율을계산하라. 범주가너무많아서점수들의패턴을보는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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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그림1-2 일주일에걸쳐학생들의사회적교류횟수에대한빈도표만들

기(McLaughlin-Volpe 등, 2001의데이터)



도움이되지않을것이기때문에이사례에서는그렇게하지않았다. 그렇지만만일이

단계에대한여러분의이해를검증해보고자한다면, 처음다섯점수의백분율은 0.0,

2.1, 1.1, 5.3, 그리고 4.3%가될것이다. (이백분율들은소수점첫째자리까지반올림

한결과다.)

묶은빈도표

때로는가능한값들이너무나많아서빈도표가점수들의패턴을보여주기에너무나도어색

할수있다. 마지막사례가다소그렇지않았는가? 해결책은특정범위에들어가는모든값을

포함하도록값들을집단으로묶는것이다. 예컨대, 스트레스예를생각해보자. 자신의스트

레스를 8로평정한학생집단과 9로평정한학생집단의빈도를개별적으로계산하는대신에

8과 9를결합한범주를사용할수있다. 이렇게결합한범주는두값을포함한값의범위가

된다. 이와같은결합범주를급간(interval)이라고부른다. 8과 9의급간은 8의빈도를갖는

다(8의값을갖는 5개의점수와 9의값을갖는 3개의점수를합한수).

급간을사용하는빈도표를묶은빈도표(grouped frequency table)라고부른다. 표 1-6은스

트레스평정사례에대한묶은빈도표다. (그렇지만이사례에서전체빈도표는단지 11개의

상이한값만을가지고있다. 따라서실제로는묶은빈도표가필요하지않다.) 표 1-7은 94명

의대학생들이일주일에걸쳐나타낸사회적교류숫자에대한묶은빈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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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94명대학생의일주일사회적교류횟수에대한빈도표

점수 빈도 점수 빈도 점수 빈도

0 0 17 4 34 0

1 2 18 5 35 2

2 1 19 4 36 0

3 5 20 0 37 0

4 4 21 4 38 1

5 3 22 3 39 0

6 2 23 1 40 1

7 2 24 2 41 1

8 6 25 3 42 0

9 3 26 2 43 0

10 6 27 1 44 1

11 4 28 1 45 0

12 1 29 4 46 0

13 2 30 2 47 2

14 3 31 0 48 1

15 1 32 1

16 2 33 1

출처 : McLaughlin-Volpe 등(2001).

표 1-6 스트레스평정에

대한묶은빈도표

스트레스

평정급간 빈도 백분율

0∼1 2 6.7

2∼3 3 10.0

4∼5 3 10.0

6∼7 11 36.7

8∼9 8 26.7

10∼11 3 10.0

출처 : Aron 등(1995).

성공을위한팁

모든 점수의 빈도를 더해 봄

으로써여러분의작업을반드

시 확인하라. 그 합은 점수의

전체숫자와같아야한다.

급간 묶은 빈도표에서 함께 묶

은점수들의범위. 

묶은 빈도표 점수들의 각 급간

에포함된참가자수를나타내는

빈도표. 



묶은빈도표는일반적인빈도표가제공할수있는것보다정보를보다직접적으로이해할

수있게해줄수있다. 물론묶은빈도표의보다큰이해가능성은대가를치러야한다. 각급

간에들어가는빈도들에대한정보를상실하게된다.

묶은빈도표를만들때, 얼마나많은급간을사용하느냐에따라서상당한차이가나타난

다. 이문제에대해서연구자들을도와주기위한지침이있지만, 실제에있어서는연구자가

사용하는컴퓨터가자동적으로이작업을해버린다(통계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빈도표를

만드는방법에대한명령은이장의“SPSS 사용하기”절을참조하라). 따라서이책에서는

이문제를더이상다루지않는다. 그렇기는하지만여러분이스스로묶은빈도표를만들어야

할때의핵심은 2, 3, 5, 10 등의급간크기를가지면서대략 5∼15개의급간을갖는묶은빈

도표를시도해보는것이다. 그런다음에실제로묶은빈도표를만들때는각급간의시작이

급간크기의배수가되며각급간의상한이다음급간의하한바로아래에있는값이되었는

지확인하는것이다. 예컨대, 표 1-6은급간크기가 2인 6개의급간을사용하고있다. 급간은

0∼1, 2∼3, 4∼5, 6∼7, 8∼9, 10∼11이다. 각급간이 2의배수(0, 2, 4, 6, 8, 10)로시작

하며각급간의상한(1, 3, 5, 7, 9)이다음급간의하한(2, 4, 6, 8, 10) 바로아래에있는

숫자라는사실에유념하라. 표 1-7은급간크기가 5인 10개의급간을사용한다. 급간은 0∼

4, 5∼9, 10∼14, 15∼19 등이며, 최종급간이 45∼49다. 각급간이 5의배수(0, 5, 10, 15

등)로시작하며각급간의상한(4, 9, 14, 19 등)은다음급간의하한(5, 10, 15, 20 등) 바

로아래의숫자라는사실에유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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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94명대학생의일

주일 사회적 교류 횟수에

대한묶은빈도표

스트레스

평정급간 빈도 백분율

0∼4 12 12.8

5∼9 16 17.0

10∼14 16 17.0

15∼19 16 17.0

20∼24 10 10.6

25∼29 11 11.7

30∼34 14 4.3

35∼39 13 3.2

40∼44 13 3.2

45∼49 13 3.2

출처 : McLaughlin-Volpe
등(2001).

스스로해보기

1.빈도표란무엇인가?

2.연구자가빈도표를만들려고하는이유는무엇인가?

3.다음점수들의빈도표를만들어보라: 5, 7, 4, 5, 6, 5, 4.

4.묶은빈도표가묶는것은무엇인가?

해답

1.빈도표란연구한집단에서각점수의수(빈도)를체계적으로목록화하는것이다.

2.빈도표는대규모의점수집단에서패턴을쉽게볼수있게해준다.

3.

값빈도백분율

4228.6

5342.9

6114.3

7114.3

4.묶은빈도표는이웃한값들의빈도를급간으로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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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

그래프는대규모점수집합을이해하기쉽게만들어주는또다른좋은방법이다. 그림은천

마디의단어에상응하는가치를갖기도하지만, 때로는천개의숫자에상응하는가치가있기

도하다. 직접적인접근방법은빈도표의그래프를그리는것이다. 빈도표의정보를나타내는

한가지유형의그래프가히스토그램(histogram)이라고부르는막대도표다. 히스토그램에서

각막대의높이는빈도표각값의빈도다. 일반적으로히스토그램에서모든막대는사이에공

간을두지않고붙여서그린다. 그결과로히스토그램은도시의스카이라인처럼보이게된다.

그림 1-3은스트레스평정사례에근거한두가지히스토그램을보여주는데, 하나는일반적

인빈도표에근거한것이고다른하나는묶은빈도표에근거한것이다. 그림 1-4는학생들이

어느일주일동안행한사회적교류의수에대한묶은빈도표에근거한히스토그램을보여

준다.

히스토그램을만드는방법 히스토그램을그리는데는네단계가있다.

?빈도표(또는묶은빈도표)를작성한다.

?페이지의하단을따라서값들을매긴다. 수치는왼쪽에서오른쪽으로작은값부터큰값

으로매겨간다. 묶은빈도표를가지고히스토그램을작성한다면, 페이지하단을따라

서급간의중간값을매긴다. 한급간의중간값은그급간의시작값과다음급간의시작

값간의중간값이다. 따라서그림 1-4에서 0∼4 급간의중간값은 2.5다. 0(그급간의

시작값)과 5(다음급간의시작값)의중간값이 2.5이기때문이다. 5∼9 급간에서중간값

은 5(그급간의시작값)와 10(다음급간의시작값)의중간인 7.5가된다. 각급간에대

해서이렇게작업하라. 마지막급간에서는그급간의시작값과가상적인다음급간의

시작값간의중간값을취하라. 따라서그림 1-4에서 45∼49 급간의중간값은 45(그급

간의시작값)와 50(가상적인다음급간의시작값)의중간인 47.5가된다.

?페이지좌상단을따라서빈도의척도를매긴다. 그척도는맨하단에 0으로시작하여가

장큰빈도까지매겨야한다.

?각값의막대를그린다. 각막대의높이는그값의빈도가된다. 각막대에서막대의중

앙이그값위에위치하도록해야한다.

명목변인을사용할때는히스토그램을막대그래프(bar graph)라고부른다. 명목변인의값

은특정한순서를갖지않기때문에, 막대들사이에공간을두게되는것이다. 그림 1-5는표

1-4의빈도표에근거한막대그래프를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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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 막대그래프와유사

한빈도분포. 점수들을수평축에

표시하고막대의높이는그점수

의 빈도를 나타낸다. 막대 사이

에는 빈 공간이 없으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처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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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히스토그램을그리는네단계. (a)는스트레스평정사례의빈도표에근거한것이며, (b)는묶은빈도

표에근거한것이다. (Aron, Paris, & Aron, 1995의데이터에근거함)?빈도표를만든다. ?페이지하단을

따라값들을매긴다. ?페이지좌상단을따라빈도의척도를매긴다. ?각값의막대를그린다.

(a) 빈도표

(b) 묶은빈도표

빈도

빈도

스트레스평정

스트레스평정

스트레스
평정

스트레스
평정급간

빈
도

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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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94명의 대학생이 일주일 동안 행한 사회적 교류의 수를 묶은 빈도에 근거하여 작성한 히스토그램

(McLaughlin-Volpe 등, 2001에근거한데이터)

그림1-5 208명의학생들에게있어삶에서가장가까운사람에대한막대그래프(표 1-4 참조)(Aron 등, 1995의

데이터)

빈도급간

사회적교류의횟수

빈
도

성공을위한팁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 보라.

표 1-6에 나와 있는 묶은 빈

도표에서급간중간값을계산

하라. 여러분의 답은 그림 1-

3b 하단에 나와 있는 값들과

같아야한다.

성공을위한팁

그래프용지를 사용하면 히스

토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

다는사실을알게될것이다.

가족 친구 배우자 기타

가장가까운사람

빈
도



빈도분포의모양

빈도분포(frequency distribution)는다양한값들에걸쳐빈도의패턴을보여준다. 빈도표나

히스토그램이빈도분포를나타내고있는이유는빈도들이어떻게전개되고있는지, 즉‘분산

되어’있는지에관한패턴또는모양을보여주기때문이다. 행동과학자와사회과학자들은이

모양을언어적으로도표현한다. 분포의모양을기술하는것은우리가이장에서초점을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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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해보기

1.연구자들이히스토그램을만드는이유는무엇인가?

2.빈도표를가지고히스토그램을그릴때, (a) 하단에는무엇이있는가, (b) 좌상단을따라서는무엇이있는

가, (c) 각값위쪽에는무엇이있는가?

3.아래빈도표에근거한히스토그램을작성하라.

값 빈도

1 3

2 4

3 8

4 5

5 2

해답

1.빈도표의패턴을시각적으로보여주기위하여히스토그램을그린다.

2.(a)하단을따라서가장작은값부터가장큰값까지의값,(b) 좌상단을따라서맨아래의0부

터어떤값이든가장큰빈도가최상단에위치하는빈도,(c) 각값위에는그값의빈도를나타

내는높이의막대를그린다.

3.그림1-6 참조.

그림1-6“스스로해보기”

문제3의히스토그램

빈도분포 다양한 값에 걸친 빈

도의패턴. 빈도표나히스토그램

이나타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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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기술통계뿐만아니라후속장들에서공부하게될추론통계에서도중요하다.

단봉분포와양봉분포

분포모양에서한가지중요한측면은그분포가단지하나의최고점을가지고있느냐, 즉히

스토그램에서가장높은‘고층건물’이하나뿐인가의여부다. 예컨대, 스트레스평정예에서

빈도가가장높은점수는 7이며, 단하나의최고점을갖는히스토그램을초래한다. 이것을단

봉분포(unimodal distribution)라고부른다. 만일분포가동일한두개의최고점을가지고있

다면 양봉분포(bimodal distribution)라고 부른다. 최고점이 둘 이상인 분포는 다봉분포

(multimodal distribution)라고부른다. 마지막으로모든값들이동일한빈도를갖는분포는

직사각형분포(rectangular distribution)라고부른다. 그림 1-7은이러한빈도분포모양의예들

을보여주고있다. 보는바와같이그림 1-7의그래프들은히스토그램이아니라빈도다각형

(frequency polygon)이라고부르는특수한선그래프이며, 빈도표를그래프로나타내는또

다른방법이다. 빈도다각형에서선은점과점을이동한다. 각점의높이는그값에해당하는

점수의숫자를나타낸다. 이그래프는산들이만들어내는스카이라인처럼보인다.

행동과학과사회과학에서수집하는정보는일반적으로단봉분포에근사하다. 간혹양봉분

포와다봉분포가나타나기도한다. 양봉분포의한예는어린이놀이터에있는사람들의연령

분포다. 그곳에는대체로 2∼4세정도의어린아이들과 20∼40세정도의보호자들이함께있

기십상이다(어린아이들이없다면, 5∼19세에해당하는약간명과 40세이상의약간명이있

을수도있다). 따라서만일여러분이이들의연령에대한빈도분포를작성한다면, 어린아이

연령(2∼4세) 값과보호자의연령(20∼40세정도) 값이높은빈도를갖게될것이다. 직사각

형분포의한사례는초등학교각학년의아동수이다. 각학년마다거의동일한수의학생들

이있다. 그림 1-8이이러한사례들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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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a) 단봉, (b) 대체로양봉, (c) 대체로직사각형인빈도다각

형의사례들

단봉분포 하나의 값이 가장 큰

빈도를나타내는빈도분포. 

양봉분포 가장 큰 빈도를 나타

내는 봉우리가 두 개 존재하는

빈도분포. 

다봉분포 가장 큰 빈도를 갖는

값이둘이상인빈도분포.

직사각형분포 모든 값이 동일

한빈도를갖는분포.



대칭분포와편포

스트레스평정예의히스토그램(그림 1-3)을다시보자. 그분포는한쪽으로치우쳐있다. 오

른쪽에보다많은점수들이위치한다. 이것은다소이례적이다. 행동과학과사회과학에서측

정하는대부분의데이터는중앙을기준으로양쪽에대체로동일한수치들을갖는다. 즉대부

분의경우점수들은대체로대칭분포(symmetrical distribution)를나타낸다(대칭분포의그래

프를반으로접으면, 두개의절반은동일한모양을나타낸다).

명백하게대칭적이지않은분포를편향분포, 즉편포(skewed distribution)라고부른다. 스

트레스평정분포가한예다. 편포는한쪽이길게퍼져있으며, 마치꼬리를가지고있는것처

럼보인다. 낮은빈도의점수들을가지고있는쪽(꼬리처럼보이는쪽)이편향의방향을나타낸

다. 따라서스트레스평정예와같이왼쪽에낮은빈도의점수들을가지고있는분포를좌측으

로편포되었다고말한다. 이장에서다루었던또다른사례인학생들의사회적교류분포는우

측으로편포되었다.그림 1-9는대체로대칭적인분포와편향된분포의사례들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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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단봉분포가아닌분포들의가상적인사례들. (a) 어린이놀이터에있는사람들의연령빈도를보여주는

양봉분포, (b) 초등학교에서각학년학생들의가능한분포를보여주는직사각형분포

대칭분포 중앙 좌우 빈도의 패

턴이 상호 간에 거울상이 되는

분포.

편포 점수들이 한쪽에 몰려 있

으며 다른 쪽으로 긴 꼬리를 이

루며 퍼져 나가는 분포. 대칭적

이지않은분포.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사람수

학생수

연령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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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으로편포된분포를정적으로 편포되었다(positively skewed)고도부르며, 좌측으로편

포된분포를부적으로 편포되었다(negatively skewed)고도부른다.

행동과학과사회과학에서심한편포는주로측정하는것이어떤하한이나상한을가지고

있을때나타난다. 예컨대, 한가정에서자녀의수는 0명보다작을수없다. 더작은점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점수들이 하한 근처에 몰리게 되면, 그 결과를 바닥효과(floor

effect)라고부른다. 하한으로인한편포의한예가그림 1-10a에나와있다.

상한으로인한편포의한예가그림 1-10b에나와있다. 이것은구구단시험에서어른들이

얻은점수의분포다. 이분포는좌측으로심하게편포되어있다. 대부분의점수가오른쪽에

몰려있다(만점). 이것은천장효과(ceiling effect)의한예다. 스트레스평정예도미약하게나

마천장효과를보여준다. 이것이천장효과인이유는많은학생들이높은수준의스트레스를

가지고있으며, 최고점이 10이기때문이다. 단지미약한천장효과인이유는부분적으로사람

들이최대값으로평정하지않으려고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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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

그림1-9 (a) 대체로대칭적인, (b) 우측으로편포된(정적으로편포된), (c) 좌측으로편포된(부적으로편포된) 분포

의빈도다각형사례들

그림1-10 (a) 바닥효과로인하여우측으로편포된분포. 가족당자녀수에대한가상적분포, (b) 천장효과로인하여

좌측으로편포된분포. 구구단시험에서성인들의점수에관한가상적분포

성공을위한팁

여러분은 영어의 skew(편향,

편포)라는 단어가 불어에서

‘선분이나 꼬리’를 의미하는

queue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에흥미를느낄는지모르

겠다. 이사실은 (왼쪽이나오

른쪽으로의) 편포의 방향이

긴 선분이나 꼬리를 가지고

있는쪽이라는사실을기억하

는데도움을줄것이다.

바닥효과 더 낮은 점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점수들이

분포의하한에몰려있는상황. 

천장효과 더 큰 점수가 불가능

하여많은점수들이분포의상한

에몰려있는상황.

자녀의수 정답백분율

가
정
의

수

참
가
자
의

수



정상분포, 두꺼운꼬리분포, 그리고얇은꼬리분포

행동과학자와사회과학자들은꼬리가특히‘두꺼운지’(꼬리에많은수의점수가들어있는지)

또는‘얇은지’(꼬리에적은수의점수가들어있는지)의여부에따라서분포를기술하기도한

다. 이러한분포를두꺼운꼬리분포(heavy-tailed distribution)와얇은꼬리분포(light-tailed

distribution)라고부른다. [분포모양의이러한특성을첨도(kurtosis)라고도부른다.] 비교하

는기준은종을엎어놓은것처럼보이는분포다. 행동과학과사회과학연구그리고자연환경

속에는일반적으로분포들이이러한종모양의기준과상당히유사하며, 정상곡선(normal

curve)4)이라고부른다. 후속하는장들에서이곡선을비교적상세하게논의할것이다. 지금

중요한것은정상곡선이그림 1-11a에서보는것과같이종모양으로평균적인꼬리를가지

고있는단봉이며대칭적인곡선이라는사실이다. 이장에서다룬스트레스평정예가조금

좌측으로편포되었다는사실을제외하고는대체로정상곡선을닮았다. 우리의경험으로볼

때, 행동과학과사회과학연구에서얻는대부분의분포는실제로이사례보다더정상곡선에

가깝다.

그림 1-11b와 1-11c는두꺼운꼬리분포와얇은꼬리분포의예를보여주고있으며, 정상

분포는점선으로나타내었다. 정상곡선보다두껍거나얇은꼬리를가지고있는분포는중앙

부분에서도상이한모양을갖는경향이있다. 일반적으로두꺼운꼬리분포는정상곡선보다

봉우리가높다(그림 1-11b 참조). 이것은마치정상곡선중앙의봉우리를위로잡아올려서

는일부분이뾰족한봉우리를만들고나머지부분들이두꺼운꼬리로퍼져나간것과같다.

얇은꼬리분포는일반적으로정상곡선보다평평하다(그림 1-11c 참조). 이것은마치곡선의

꼬리와봉우리가모두분포의중앙으로빨려들어간것과같다. (얇은꼬리분포의극단적인

사례가직사각형분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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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

그림1-11 (a) 정상분포, (b) 두꺼운꼬리분포, (c) 얇은꼬리분포의사례. (b)와 (c)에서정상분포는점선으로표

시하였다. 출처 : DeCarlo, T.(1997). On the meaning and the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3,
292-307.

두꺼운 꼬리 분포 정상분포보

다두꼬리에더많은점수를갖

는분포.

얇은 꼬리 분포 정상분포보다

두 꼬리에 더 적은 수의 점수를

갖는분포.

정상곡선 수학적으로 정의한

종모양의빈도분포로, 대칭적이

고 단봉이다. 자연 상황에서나

연구에서 관찰하는 분포들이 일

반적으로정상곡선을따른다.

4) 역자주 : 이맥락에서는정상곡선보다는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라는표현이더적절하다.저자들

이일관적으로정상곡선이라고표현하고있기에그대로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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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소수인종들은흔히학업능력, 특히수학능력을의심받는어

려움을겪고있다. 많은계통의연구들은유전자가아니라편견이여

성과남성간에또는소수집단과다수집단간에나타나는검사점수

차이의가능한원인이라는사실을지적한다. 예컨대, 다수집단과소수

집단 간에 유전적 차이가 없는 경우조차도 지능지수 15점의 차이는

전세계에걸쳐나타나며, 이민을가는경우와같이한집단에게주어

지는기회가변하는경우에는그러한차이가신속하게사라져버린다

(Block, 1995). 하이드와메르츠(Hyde & Mertz, 2009)는한사회에

서남녀가평등할수록수학능력검사결과에서여성이남성과더욱동

등하며‘대단한수학재능’을가지고있는여성이등장할가능성이커

진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그렇지만만일여성이거나 소수자이며수학능력을의심받아왔다

면, 여러분은‘고정관념위협’으로상처받기쉽다(Steele, 1997). 즉문

화적으로유도된의심을생각나게만드는상황에서는, 그러한부정적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대, 고정관념

위협을초래하는전형적인실험(Alter, Aronson, Darley, Rodriguez,

& Ruble, 2010)에서, 학기 말에 수학 능력 검사를 실시하기 직전에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생들을자신의인종을묻는질문지에답하는

집단에무선적으로할당하였다. 이질문지에답한아프리카계미국인

(즉흑인) 학생들은질문지에답하지않은흑인학생들에비해거의절

반밖에정답을쓰지못하였다. 검사에앞서일반적으로남자들이수학

에서좋은점수를받는다고알려준여성들이남녀가동등한수학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 준 여성들보다 성적이 열등하였으며

(Spencer, Steele, & Quinn, 1999), GRE 점수에서 인종 간 차이가

있다고알려준아프리카계미국인들은차이가없다고알려준집단

보다성적이열등하였다(Steele, 1997).

여러분스스로할수있는것은무엇인가?

만일수학능력이떨어진다고기대하는집단에속해있다면, 여러분이

이강의를수강하면서고정관념위협의그림자로부터벗어나기위해

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생을

대상으로했던위의연구에서보면, 학생들에게검사를능력의측정이

아니라기회로생각하도록만들면고정관념위협의효과가크게감소

하였다. 이학생들은검사가‘새로운많은것들을학습’할수있는기

회를제공해줄것이며‘생각을예리하게만들어주기때문에학교생

활에큰도움’이되며공부하는데도도움이된다는이야기를들었다.

여러분도스스로똑같은것을할수있다. 많은새로운것들을배우고

자하고있다. 통계를공부하고시험을보는것은정말로여러분의마

음을예리하게만들것이다. 통계를아는것은다른많은교과목에서

그리고여러분의삶에서도움을줄것이다. 명심해야할생각은이런

것이지, 여러분의성별이나인종이아니다. 

또다른연구(Martens, Johns, Greenberg, & Schimel, 2006)에서

는여성들에게수학능력을진단해주는검사를받을것이라고알려

주었다(다른집단의여성들에게는검사항목을개선하기위한자료가

필요해서검사를실시하는것이라고알려주었다). 여성들이자신에게

있어가장가치있는특성들을순서대로기술한후에목록에서가장

높은특성이개인적으로중요한이유그리고그특성이특히중요했

던때에대해서적어나가는‘자기확인’절차를따랐을때, 고정관념

위협의효과가극적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절차는여성들에게받고

있는검사이외에자신에게중요한다른것들에대한생각을하게만

들었던것이다. 여러분도똑같이할수있다. 여러분자신과여러분의

가치에있어서무엇이중요한것인지를생각하라. 통계수업에서여러

분의성과를증진시켜주지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통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여러분내외에존재하는편견과정면으로맞서싸우기를권장한

다. 미국수학회의전회장이었던스틴(1987)의다음과같은진술을생

각해보라. 

우리 시대의 패러독스는 수학이 점차적으로 강력해짐에 따라서 강력

한사람들만이수학의혜택을받는것처럼보인다는것이다. 광의적으

로해석할때수학적으로사고하는능력은거의모든직업에서우위를

점하는데절대적으로중요하다. 데이터를처리함에있어서의자신감,

논쟁의내용을분석함에있어서의회의적태도, 복잡한문제를꿰뚫어

보는집요함, 전문적이고기술적인문제에대해서소통하는언어능력

은새로운수학이마련해주는능력인것이다(Steen, 1987, xviii쪽).

û(power)은영향(influence)의또다른표현이다. 여러분은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가? 통계학개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모든것들을할수있게된다는사실을보게되기바란다. 

생각상자1-2 성별, 인종, 그리고수학능력



연구논문에서빈도표와히스토그램

일반적으로연구논문은빈도표와히스토그램을포함하지않는다. 그렇지만연구자들은보다

정교한통계절차의첫번째단계로이것들을사용하며, 특히분포가정상에서벗어난것처럼

보일때그렇다. 때때로분포의모양(정상, 편포등)을언어로기술하기도한다. (제11장의

후반부에서분포가정상곡선이아닌몇몇사례들을보게될것이다.) 빈도표를연구논문에

포함시킬때는흔히연구에참여한사람들의특성을요약하기위한것이다. 예컨대, 라스카

우스카스와스톨츠(Raskauskas & Stoltz, 2007)는 84명의청소년집단에게전통적괴롭힘

과전자매체괴롭힘에관여하는것에물었다. 연구자들은인터넷괴롭힘을“한친구를조롱

하고위협하며괴롭히고겁주기위해서다른친구들이전자매체(문자메시지, 이메일, 웹사이

트에악성댓글달기등)를사용하여괴롭히는수단”(565쪽)으로정의하였다. 표 1-8은청소

년들이전통적괴롭힘과전자매체괴롭힘의희생양이되거나가해자가된사건을보고한것

을보여주는빈도표다. 예컨대, 이표는청소년의대략절반가량(48.8%)이전자매체괴롭힘

의희생양이되었다고보고하였으며, 전자매체괴롭힘의가장보편적인수단이문자메시지

(32.1%의청소년들이경험하였다)였다는사실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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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해보기

1.단봉분포와다봉분포간의차이를 (a) 빈도다각형, (b) 빈도표에따라서기술해보라.

2.분포가좌측으로편포되었다고말하는것의의미는무엇인가?

3. (a) 바닥효과, (b) 천장효과는어떤유형의편포를만들어내는가?

4.한분포를두꺼운꼬리분포또는얇은꼬리분포라고기술할때, 이는어느것과비교하는것인가?

해답

1.(a)단봉분포는하나의최고점을갖는다.다봉분포는둘이상의최고점을갖는다.(b)단봉분포

는다른모든빈도보다더큰빈도를갖는하나의값을가지고있다.다봉분포는주변값들과비

교할때가장큰빈도를갖는값을둘이상가지고있다.

2.분포가좌측으로편포되었을때는상대적으로소수의점수들이높은값을갖기보다는낮은값을

갖는다.

3.(a)바닥효과는우측으로편포된분포를만들어낸다.(b)천장효과는좌측으로편포된분포를

만들어낸다.

4.분포를정상곡선과비교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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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보조도구

요약

1. 행동과학자와사회과학자들은연구에서얻은숫자의집합을기술하고요약하기위하여

기술통계를사용한다.

2. 값은숫자또는범주다. 변인은상이한값을가질수있는특성이다. 점수는특정변인에

서특정인의값이다.

3. 행동과학과사회과학에서대부분의변인은대체로등간수량변인이다. 그렇지만어떤수

량변인은순위변인이며(순위가값이다), 어떤변인은수량변인이아니라명목변인이다

(범주가값이다).

4. 빈도표는점수들을표로체제화하는것인데, 가능한각값을최저값에서부터최고값까지

그빈도(그값을갖는점수의수)와백분율과함께목록화하는것이다.

5. 상이한값들이많을때는묶은빈도표가유용하다. 빈도를값들의범위를포함하는급간

으로나타낸다는것을제외하고는일반적인빈도표와유사하다.

6. 분포에서빈도의패턴은히스토그램(또는막대그래프)을가지고시각적으로나타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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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전통적괴롭힘과전자매체괴롭힘의가해와피해의빈도표

괴롭힘유형 빈도 백분율

전자매체피해 41 48.8

문자메시지피해 27 32.1

인터넷(웹사이트, 채팅) 피해 13 15.5

영상전화피해 8 9.5

전통적피해 60 71.4

신체적피해 38 45.2

놀려먹기피해 50 59.5

유언비어피해 32 38.6

집단따돌림피해 30 50.0

전자매체가해 18 21.4

문자메시지가해 18 21.4

인터넷가해 11 13.1

전통적가해 54 64.3

신체적가해 29 34.5

놀려먹기가해 38 45.2

유언비어가해 22 26.2

집단따돌림가해 35 41.7

출처 : Raskauskas, J. & Stoltz, A. D. (2007). Involvement in traditional and electronic
bullying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564-575.



있으며, 각막대의높이는특정값의빈도가된다.

7. 히스토그램의전체적인모습은단봉(단일최고점을갖는다), 양봉(두개의최고점을갖

는다), 다봉(양봉을포함하여둘이상의최고점을갖는다), 또는직사각형(최고점이없

다)일수있다. 대칭적이거나좌·우측으로편포될수있다(긴꼬리를갖는다). 종모양

의정상곡선과비교할때두꺼운꼬리나얇은꼬리를가질수있다.

8. 빈도표가연구논문에나오는경우는거의없지만, 나오는경우에는연구에참가한사람

들의특성을요약한것이기십상이다. 히스토그램이논문에나오는경우는전혀없지만,

때때로분포의형태(정상, 편포등)를언어적으로기술하기도한다.

10명의대학신입생들이대학원에대한관심을 6점척도(1〓전혀관심없다, 6〓매우관심

있다)에서평정하였다. 이들의점수는다음과같다: 2, 4, 5, 5, 1, 3, 6, 3, 6, 6.

빈도표만들기

그림 1-12를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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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급간

기술통계

다봉분포

단봉분포

대칭분포

두꺼운꼬리분포

등간변인

명목변인

묶은빈도표

바닥효과

변인

빈도분포

빈도표

수량변인

순위변인

얇은꼬리분포

양봉분포

점수

정상곡선

직사각형분포

천장효과

추론통계

측정수준

통계학

편포(편향분포)

히스토그램

핵심용어

문제풀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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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 만들기

그림 1-13을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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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2 문제풀이사례에서빈도표만들기에대한답. ?가능한값들을가장작은값에서부터가장큰값까지

위에서아래로목록을만든다. ?점수들을하나씩확인하면서목록의각값옆에빈도표시를해나간다. ?목록

에서각값을몇번사용하였는지를보여주는표를만든다. ?각값에해당하는점수의백분율을계산한다.

그림1-13 문제풀이사례에서히스토그램만들기에대한답. ?빈도표를만든다. ? (왼쪽에서오른쪽으로, 작은

값에서큰값으로) 페이지하단을따라값들을적는다. ? (맨아래 0에서부터가장큰빈도에이르기까지) 페이지

왼쪽행을따라서빈도를적는다. ? (높이가그값의빈도가되도록) 각값의막대를그린다.

대학원에대한
관심 빈도

대학원에대한
관심 빈도

백분율



이문제들은표를만들고그래프를그리는것을포함하고있다. 대부분의실제통계문제들은

특수한통계소프트웨어를장착한컴퓨터에서수행한다. 여러분이그러한소프트웨어를가지

고있다고하더라도, 그방법을여러분마음에새겨넣기위해서손으로직접풀어보라. 이

장에서나온것과같은통계문제들을풀기위하여컴퓨터를사용하는방법을배우려면, 이장

말미에있는“SPSS 사용하기”절을참조하라.

실제인용을표시하지않는한, 모든데이터는가상적인것이다.

집합 I(해답은부록B에)

1. 한내담자가상담자에대한만족도를평정하는데, 4점척도(1〓전혀만족하지않는다, 4

〓매우만족한다)에서‘3’점으로평정한다. (a) 변인, (b) 가능한값, (c) 점수는무엇인

가?

2. 여러분이다가오는선거에서투표할가능성을묻는설문조사에답하고있다. 질문은 5

점척도를사용하는데(1〓투표할가능성이전혀없다, 5〓투표할가능성이매우높다), 여

러분이‘5’점으로답한다. (a) 변인, (b) 가능한값, (c) 점수는무엇인가?

3. 다음각각에대해서변인의유형을말해보라. (a) 한사람이속한인종집단, (b) 쥐가실

험실미로에서길을잘못찾아들어간횟수, (c) 달리기에서골인한순서.

4. 어떤교외주택가의한동네에 20가구가살고있다. 각가구에서자녀의수는다음과같

다.

2, 4, 2, 1, 0, 3, 6, 0, 1, 1, 2, 3, 2, 0, 1, 2, 1, 0, 2, 2

(a) 빈도표와 (b)히스토그램을작성하라.그런후에 (c)분포의전체적모양을기술하라.

5. 50명의학생들에게지난주말에공부한시간을물었다. 그답은다음과같다.

11, 2, 0, 13, 5, 7, 1, 8, 12, 11, 7, 8, 9, 10, 7, 4, 6, 10, 4, 7, 8, 6, 7, 10, 7,

3, 11, 18, 2, 9, 7, 3, 8, 7, 3, 13, 9, 8, 7, 7, 10, 4, 15, 3, 5, 6, 9, 7, 10, 6

(a) 빈도표와 (b)히스토그램을작성하라.그런후에 (c)분포의전체적모양을기술하라.

6. 다음은어느토요일오후제한속도가 35킬로미터인특정도로에서레이더로측정한 40

대자동차의속도다.

30, 36, 42, 36, 30, 52, 36, 34, 36, 33, 30, 32, 35, 32, 37, 34, 36, 31, 35, 20,

24, 46, 23, 31, 32, 45, 34, 37, 28, 40, 34, 38, 40, 52, 31, 33, 15, 27, 36, 40

(a) 빈도표와 (b) 히스토그램을작성하라. 그런후에 (c) 분포의전체적모양을기술하

라.

26 제01장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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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25명의주방장이전국대회에서보여준냄새민감도점수다.

96, 83, 59, 64, 73, 74, 80, 68, 87, 67, 64, 92, 76,

71, 68, 50, 85, 75, 81, 70, 76, 91, 69, 83, 75

(a) 빈도표와 (b) 히스토그램을작성하라. (c) 50∼59, 60∼69, 70∼79, 80∼89, 그리

고 90∼99의급간을사용하여묶은빈도표를작성하라. 묶은빈도표에근거하여 (d) 히

스토그램을그리고, (e) 분포의전체모양을기술하라.

8. 다음데이터는 34명의 10세아동들이일련의추상적수수께끼를푸는데걸린시간을분

으로나타낸것이다.

24, 83, 36, 22, 81, 39, 60, 62, 38, 66, 38, 36, 45, 20, 20, 67, 41,

87, 41, 82, 35, 82, 28, 80, 80, 68, 40, 27, 43, 80, 31, 89, 83, 24

(a) 빈도표와 (b)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그리고 80∼89

의급간을사용하여묶은빈도표를작성하라. 묶은빈도표에근거하여 (d)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e) 분포의전체모양을기술하라.

9. 아래예시한세분포의모양을기술하라.

10. 통계학강의를한번도수강하지않은사람에게 (a) 대칭적단봉분포, (b) 부적으로편포

된단봉분포의의미를설명해보라. (여러분의답에‘분포’가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한

설명을반드시포함시키도록하라.)

11. 천장효과란무엇인가?

12. 맥키와프타첵(McKee & Ptacek, 2001)은 90명의대학생들에게누군가에게‘나쁜소식

을전했던’때를물었다. 표 1-9는전달한나쁜뉴스의유형에대한결과를보여준다.

(a) 이표를사례로사용하여통계강의를한번도수강하지않았던사람에게빈도표를

설명해보라. (b) 결과패턴의전체적의미를설명하라.

(b)(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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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II

13. 한실험참가자에게 50개의단어를기억하도록주고나서나중에가능한한많은단어들

을회상하도록요구한다. 이참가자는 17개를회상한다. (a) 변인, (b) 가능한값, (c) 점

수는무엇인가?

14. 다음의변인유형각각을설명하고예를하나씩제시해보라: (a) 등간변인, (b) 순위변

인, (c) 명목변인.

15. 다음은한초등학교에서 30개반각각의학생숫자다.

24, 20, 35, 25, 25, 22, 26, 28, 38, 15, 25, 21, 24, 25, 25,

24, 25, 20, 32, 25, 22, 26, 26, 28, 24, 22, 26, 21, 25, 24

(a) 빈도표와 (b)히스토그램을작성하라.그런후에 (c)분포의전체적모양을기술하라.

16. 책한권을뽑아서아무페이지나선택하라(적어도 30줄이상이되는페이지를선택하

라. 표나그림이들어있는교재나책을선택하지말라). 각줄에나와있는단어의숫자

목록을만들어, 그목록을점수의집합으로사용하라. (a) 빈도표와 (b) 히스토그램을작

성하라. 그런후에 (c) 분포의전체적모양을기술하라. (답에는페이지번호와함께여러

분이사용한책의이름,저자,출판사,그리고출판연도를반드시함께제시하도록하라.)

17. 한조직심리학자가어떤회사에근무하는 20명의사원들에게 5점척도(1〓 매우 불만

족, 5〓 매우 만족)에서자신의직무만족도를평정하도록요청한다. 그평정치는다음

과같다.

3, 2, 3, 4, 1, 3, 3, 4, 5, 2, 3, 5, 2, 3, 3, 4, 1, 3, 2, 4

(a) 빈도표와 (b)히스토그램을작성하라.그런후에 (c)분포의전체적모양을기술하라.

18. 한연구자가 15명의대학생들에게 11세이전에‘사랑에빠졌던’횟수를물었다. 그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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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전달한뉴스의유형에대한기술통계치

범주 빈도 백분율

1. 가족과의관계 19 21.1

2. 학교 1 1.1

3. 직장/일 6 6.7

4. 실제/잠재적이성친구와의관계 17 18.9

5. 개인적건강 1 1.1

6. 재정문제 1 1.1

7. 친구와의관계 21 23.3

8. 가족/친구의건강 23 25.6

9. 기타 1 1.1

출처 : McKee, T. L. E. & Ptacek, J. T. (2001). I’m afraid I have something bad to
tell you: Breaking bad new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iv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246-273.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숫자의 집합에 순서를 나타내기

는다음과같다.

2, 0, 6, 0, 3, 1, 0, 4, 9, 0, 5, 6, 1, 0, 2

(a) 빈도표와 (b)히스토그램을작성하라.그런후에 (c)분포의전체적모양을기술하라.

19. 다음은명절이끝난후에어느지역의상가에서무선적으로인터뷰한 25 가정이구매한

명절선물의수다.

22, 18, 22, 26, 19, 14, 23, 27, 2, 18, 28, 28, 11,

16, 34, 28, 13, 21, 32, 17, 6, 29, 23, 22, 19 

(a) 빈도표, (b) 0∼4, 5∼9, 10∼14, 15∼19, 20∼24, 25∼29, 그리고 30∼34의급간

을사용하여묶은빈도표를작성하라. 묶은빈도표에근거하여 (d) 히스토그램을작성하

고 (e) 분포의전체모양을기술하라.

20. 통계강의를한번도수강하지않은사람에게묶은빈도표의의미를설명해보라.

21. 나운스(Nownes, 2000)는특정이익집단을위하여미국의세군데주정부에로비스트로

등록한사람들을조사하였다. 그가연구한이슈중의하나는이익집단들이서로경쟁하

는지의여부였다. 표 1-10은한가지그러한질문에대한결과를보여준다. (a) 이표를

사용하여통계강의를한번도수강하지않았던사람에게빈도표를설명해보라. (b) 결

과패턴의전체적의미를설명하라.

22. 무라디안(Mouradian, 2001)은사전확인과정을통해선택한다음과같은두집단의대

학생들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a)‘위반자집단’: 현재관계를맺고있거나가장최근

에관계를맺고있었던배우자에게적어도한번이상불법적행위(때리기, 밀치기등)를

했다고보고한학생들, (b)‘비교집단’: 최근세번의관계에서어떤불법적행위도하지

않았다고보고한학생들. 실제검증회기에서학생들은우선“배우자에게무엇인가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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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이익집단구성원과다른자원을위한경쟁

질문 : 이집단은구성원과다른자원에관한유사한목표로

인하여다른집단과얼마나많은경쟁을합니까?

응답 백분율 횟수

경쟁없음 20 118

약간의경쟁 58 342

상당한경쟁 22 131

전체 100 591

주 : 주정부들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유의도검증의전체결과를보려

면 저자에게연락을취하라.

출처 : Nownes, A. J. (2000). Policy conflict and the structure of interest
communitie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8, 309-327.



어던진다”또는“배우자를화나게만드는말을한다”등과같은공격적행동에관한기

술을읽었다. 그런다음에‘자신의중요한타인과함께또는그사람을향하여이러한유

형의행동이나행위를할수도있는상황의예를가능한한많이’기술하도록요청하였

다. 표 1-11은여성과남성에게있어서‘주도적설명범주’(참가자들이가장많이사용한

범주)를비교집단과위반자집단별로보여준다. (a) 이표를사용하여통계강의를한

번도수강하지않았던사람에게빈도표를설명해보라. (b) 결과패턴의전체적의미를

설명하라.

23. 다음각분포를설명하고예를그려보라. (a) 대칭분포, (b) 직사각형분포, (c) 우측으로

편포된분포.

24. 다음과같은분포모양을가지고있는사례를제시해보라. (a) 양봉분포, (b) 대체로

직사각형분포, (c) 정적으로편포된분포. 이책이나강의에서제시한사례를사용하지

말라.

다음단계들에서 는마우스클릭을나타낸다. (우리는이분석을수행하기위하여 SPSS

버전 17.0을사용하였다. 다른버전에서는각단계와출력이약간달라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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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성별과위반상태에따른친밀한사람을향한공격에대한주도적설명범주

집단

여성 남성

비교집단 위반자집단 비교집단 위반자집단

(n = 36) (n= 33) (n= 32) (n= 25)

범주 f % f % f % f %

자기방어 12 16 3 19 13 19 1 14

통제동기 18 22 9 27 19 28 3 12

표현성공격성 14 11 3 19 13 19 8 32

체면/자존감유지 11 13 2 16 12 16 3 12

변명성설명 15 14 3 19 13 19 3 12

위반행위에대한반동 12 33 6 18 10 31 7 28

친사회적/용인가능한설명 10 10 0 10 10 10 0 10

둘이상의범주 14 11 7 21 12 16 0 10

주 : f 〓 빈도, % 〓 특정집단에서특정한설명범주를제시한반응자의백분율
출처 : Mouradian, V. E. (2001). Applying schema theory to intimate aggression: Individual and
gender differences in representation of contexts and goa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376-408.

SPSS 사용하기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숫자의 집합에 순서를 나타내기

빈도표 만들기

?데이터윈도우의한열에여러분의분포에있는점수들을입력한다.

? Analyze.

? Descriptive statistics.

? Frequencies.

? 빈도표를만들고자하는변인. 그런다음에 화살표.

? OK.

이장에서보았던사회적교류사례의빈도표를만들어봄으로써위의단계들을연습하라. 단

계?후에는컴퓨터화면이그림 1-14와같아야한다. 여러분의출력창(단계?에서 OK를

클릭한후에나타난다)은그림 1-15와같아야한다. 앞으로보게되겠지만, SPSS는각값에

대한누가백분율(8쪽의각주 3 참조) 열을자동적으로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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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4 사회적교류예에대한SPSS 데이터창과빈도창 (McLaughlin-Volpe 등, 2001의데이터)



히스토그램만들기

?데이터윈도우의한열에여러분의분포에있는점수들을입력한다.

? Analyze.

? Descriptive statistics.

? Frequencies.

? 빈도표를만들고자하는변인. 그런다음에 화살표.

? Charts, Histograms, Continue.

?선택사항 : SPSS에 빈도표를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려면, Display frequency

tables라는이름이붙은칸을 (이렇게하면체크표시가사라진다).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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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5 사회적교류사례에대한SPSS 빈도표 (McLaughlin-Volpe 등, 2001의데이터)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숫자의 집합에 순서를 나타내기

이장에서보았던사회적교류예의히스토그램을만들어봄으로써앞의단계들을연습하

라. 여러분의출력창은그림 1-16과같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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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6 사회적교류예에대한SPSS 히스토그램 (McLaughlin-Volpe 등, 2001의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