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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변수는 어떤 실험이나 시행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으

로 시행결과와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가진다. 이러한 확률변수를 생

성하고 분포를 파악하며 통계특성값을 계산하는 것은 자료분석에서 

중요하다. 두 확률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면 한 

변수를 이용하여 다른 변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확률과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모집단과 표본,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그리고 이들 분포의 특징을 나

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통계분석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신뢰할만한 자료의 획득이므로 자료의 생성과 

가시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학습한다. 통계학뿐만 아니라 지구통계

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확률과 기대값,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

하여 설명한다. 끝으로, 자료의 분석과 생성에 사용되는 여러 확률

분포함수와 분포의 비교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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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집단과 확률분포

(1)	모집단과	표본

만약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시간을 조사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전국대학생의 봉사활

동시간과 같이 관심과 추측의 대상이 되는 전체의 구성원을 모집단(population) 또는 표본공간

(sample space)이라 한다. 모집단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정보의 모집합’이다. 따라서 전국대

학생은 모집단이 아니며 그들의 봉사활동시간이 모집단이다. 전국대학생은 우리가 원하는 정

보를 얻기 위한 조사대상이다. 모집단은 표본단위의 특성값으로 구성된 전체집합이므로 우리의 

조사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대학생 각각의 봉사활동시간과 같이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원을 추출단위 또는 표본단

위(sampling unit)라 한다. 표본단위로부터 얻고자 하는 값이 특성값(characteristic)이다. 모집

단으로부터 추출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추출(sampling)이며 그 결과로 얻은 모집단의 부분집합

이 표본(sample)이다. <그림 2.1>은 확률과 통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상호관계를 보여준

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본단위의 전체집합이 모집단이 된다.

전국대학생의 수와 같이 모집단의 구성원 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유한모집단(finite population)

이고 0과 1 사이의 실수의 개수와 같이 구성원의 수가 무한히 많으면 무한모집단(infinite 

population)이다. 전 세계의 인구를 모집단으로 한다면, 이론적으로 전체 구성원은 유한하지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와 민족을 대상으로 전체 인원수를 파악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 또한 자료조사 중에도 출생과 사망으로 인해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경

우는 그 모집단을 무한모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2.1	통계관련	용어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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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모집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값은 모르고 오직 측정값으로만 

모집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를 가상모집단(hypothetical population)이라 한다. 무한모집단

은 그 참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상모집단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과학적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제에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통

계학의 전형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목적설정(set the goal)

② 실험설계(design experiment)

③ 자료수집(collect data)

④ 자료검사(examine data)

⑤ 모델선정 및 모수추정(fit models and estimate parameters)

⑥ 가설검증(test hypothesis)

위에서 언급한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저자는 첫 번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목표를 정하고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 목적이 

확정되면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이 대부분 순차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결정된다. 

자료수집을 위한 실험설정이나 대상자를 선택할 때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잘 유지하도록 선

정하고 원하는 신뢰도를 얻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필요

한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므로 양질의 자료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대표성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자료를 얻었다면 아무리 뛰어난 분석법을 사용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를 흔히들 GIGO(garbage in, garbage out)라 하며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유의할 사항 

중 하나이다.

자료를 수집한 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자료는 반드시 검사되어야 한다. 일부 물리적 특성

값이 가질 수 없는 범위나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값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료의 수집대상이 

큰 경우 실험의 계획과 자료수집, 자료분석을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

부분은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에 대한 검사가 필요

하다. 

특이한 범위의 값이 나타나면 이것이 실제 정보인지 잘못 수집된 자료인지 아니면 기록오

류인지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일부 프로그램은 자료분리를 목적으로 매우 큰 값이나 

특정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2   |||||   제2장  확률과 통계

검사가 끝난 자료를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한다. 적용가능한 모델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값을 평가한다. 자료의 특성과 설정한 목적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

택한다. 기존의 모델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델은 충

분한 수학적, 역학적 또는 실험적 기초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평가된 모집단의 특성값에 대해서

는 가설검증을 통하여 타당성(또는 유의성)을 평가한다.

(2)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정의 

확률변수(random variable)는 어떤 실험이나 시행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행결

과와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가진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표본공간 위에 정의된 실수값 함수를 

확률변수라 할 수 있으며(김우철 등, 1998) 확률변수를 통하여 확률과 통계의 연결이 이루어진

다. 확률변수의 값에 따라 확률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합이 1인 양수로 나타낸 것을 확률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라 한다. 

정상적인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결과는 ‘앞(head)’ 아니면 ‘뒤(tail)’가 나오며 각각이 일

어날 확률은 0.5이다. 이때 시행의 결과를 ‘앞’과 ‘뒤’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 

각각 0와 1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치적으로 표현된 시행결과와 그에 상응하는 확률값

을 가진 변수를 확률변수라 한다. 동전을 1회 던진 경우의 확률변수 z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z 0 1
p(z) 0.5 0.5

임의의 기호를 확률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자료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지구통

계학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책에서는 위치변수를 x와 y, 확률변수를 z, 그리고 추가적인 변수가 

필요하면 u, v, w를 사용한다. <표 2.1>은 이 책의 수치적 예와 설명에 사용된 기본자료이며 각

각 Data A, B, C라 이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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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예제와	설명에	사용된	기본자료

자료이름 개수 수치	자료

Data A 10 20, 2, 8, 12, 13, 10, 5, 17, 15, 4

Data B 40 103, 108, 92, 100, 92, 105, 101, 78, 102, 93, 114, 111, 122, 102, 111, 100, 106, 

115, 94, 124, 88, 102, 84, 98, 97, 88, 96, 102, 99, 85, 109, 103, 103, 94, 102, 

80, 86, 120, 92, 112

Data C 40 103, 88, 108, 102, 92, 84, 100, 98, 92, 97, 105, 88, 101, 96, 78, 102, 102, 99, 

93, 85, 114, 109, 111, 103, 122, 103, 102, 94, 111, 102, 100, 80, 106, 86, 115, 

120, 94, 92, 124, 112

2. 이산 및 연속 확률분포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n개로 유한하면 이를 이산확률변수(discrete random variable)라

고 하며, 이때 확률변수는 식 (2.1)과 (2.2)를 만족한다. 확률변수의 값이 무한히 많으면 연속확률

변수(continuous random variable)가 되며, 식 (2.3)과 (2.4)를 만족한다. 즉, 확률은 0과 1 사이

의 값을 가지며 모든 확률값의 합은 1이다. 

 
 (2.1)

  (2.2)

  (2.3)

  (2.4)

여기서 p(z)는 확률, f (z)는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이다. i 〓 1, n은 첨

자 i 가 1에서 n 까지 변화한다는 의미로 이 책에서 사용된 표기양식이다. 확률밀도함수 자체의 

값은 음수가 아니며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지만 특정구간을 적분한 확률값은 항상 0과 1 사이

에 있다.

확률밀도함수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각각 고유한 특성과 적용영역을 가진다. 지구통계학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이 장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룬다. 

■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

■  삼각분포(triangular distribution)

■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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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  로그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  p-정규분포(p-normal distribution) 

3. 누적확률분포 

모집단에서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자료의 개수를 전체 수에 대한 비로 표시한 것을 누

적확률함수(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CDF)라 한다. CDF는 정의에 따라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확률값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산확률분포와 연속확률분

포인 경우 CDF는 각각 식 (2.5)와 (2.6)으로 표현된다.

  

(2.5)

  (2.6)

여기서 대문자 Z는 변수명을 나타내고 소문자 z 는 주어진 변수값을 나타내며 이는 표기상의 관

례이다.

우리가 확률밀도함수를 알고 있다면 위의 두 식을 이용하여 CDF를 얻을 수 있다. 연속확

률분포의 경우 주어진 PDF를 적분하면 된다. 하지만 실험적으로 얻은 자료는 분포특성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PDF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PDF에서 CDF를 계산하였지

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실제적인 경우에는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CDF를 예상한다. 이를 

위해 전체 자료 중에서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같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세어 계산한다. 

<표 2.1>에 주어진 Data A의 경우 p(Z≤5)를 계산하면 10개 자료 중에서 5보다 작거나 같

은 자료수는 3개이므로 0.3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Data B를 이용하여 누적확률 F(93), F(100)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자료를 이용하여 CDF를 작성한 <그림 2.2a>를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F(93) 〓 0.275

 F(100) 〓 0.475

자료의 양이 많거나 비슷한 값들이 분포한 경우에는 <표 2.2>와 같이 자료를 일정한 범위, 

즉 계급(class)으로 나누고 그 범위 내에 있는 자료수를 구하여 PDF와 CDF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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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이용하여 CDF를 구하면 <그림 2.2b>와 같이 부드럽게 변하는 분포를 얻는다. <그림 2.2>

와 같이 CDF를 얻으면 임의의 확률변수값에 대한 누적확률을 선형내삽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 2.2b>를 이용하여 F(93), F(100)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F(93)의 값은 개별자료

를 이용한 경우와 비슷하지만 F(100)의 값은 차이가 난다. 언급한 두 방법은 가정이 다르기 때

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자료가 특정값 주위에 모여있을 때 해당 구간에서 

두 방법은 차이가 커지며 계급의 간격을 줄이면 비슷한 CDF값을 제공한다. 이는 <그림 2.2b>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F(93) 〓 0.280 

 F(100) 〓 0.525

누적확률함수는 주어진 값보다 같거나 작은 자료수를 전체 자료수에 대한 비로 나타낸 것

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모집단에서 자료의 최소값보다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미만에서 CDF는 0이다. 모든 값은 자료의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으므로 최대값 이상에서

의 CDF는 1이다. 큰 변수값에 해당하는 CDF는 그보다 작은 변수값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므로 감소함수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그림 2.3>과 같이 특정구간에서 CDF가 증

가하지 않고 일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구간에서 확률변수의 확률은 0이다. 

CDF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그래프로 나타낸 특징은 <그림 

2.3>과 같다. CDF는 연속함수이며 미분가능한 함수일 필요는 없다. 즉, CDF는 반드시 부드럽

게 변화하거나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낼 필요는 없는 연속함수이다. 

■   

                           표 2.2		Data	B의	계급,	자료수,	누적확률

계급 자료수 누적확률

76∼85 4 0.100

86∼95 9 0.325

96∼105 16 0.725

106∼115 8 0.925

116∼125 3 1.000

합계 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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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표본자료를	이용한	CD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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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확률함수가 정해지면 특정구간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

하면 이산확률변수와 연속확률변수의 경우 각각 식 (2.7a), 식 (2.7b)와 같다.

  (2.7a)

  (2.7b)

누적확률함수는 감소하지 않는 함수이므로 식 (2.7)의 관계식으로부터 특정한 값(또는 사

건)이 일어날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연속확률변수의 경우, 식 (2.7b)에서 범위가 아닌 

특정값을 가질 확률은 언제나 0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속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다는 사실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CDF의 성질을 이용하면 전구간에서 확률의 합

은 1임을 증명할 수 있다.

1.0

0.0 zzmim zmax

F(z)

그림 2.3		누적확률함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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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의 특성을 표시하는 용어

(1)	분위수와	백분위수

p 분위수(quantile)는 누적확률이 p가 되는 확률변수값(zp)이다(그림 2.4a). 이를 CDF의 역함수

로 나타내면 식 (2.8a)와 같다. 누적확률이 p%가 되는 확률변수값을 백분위수(percentile)라 하

며 동일한 방법으로 식 (2.8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0.4 분위수와 40 백분위수는 같은 의

미로 동일한 확률변수값을 갖는다.

  
(2.8a)

  (2.8b)

여러 분위수 중에서 0.25, 0.5, 0.75 분위수를 각각 첫째, 둘째, 셋째 사분위수(quartile) 또는 

각각 아래, 중간, 위 사분위수라고 한다(그림 2.4b). 특히 0.5 분위수는 중앙값을 나타낸다. 분위

수구간(inter-quartile range, IQR)은 위 사분위수와 아래 사분위수의 차이이다. IQR은 상위 및 

하위의 25%를 제외한 중간 50%의 값들이 분포하는 범위로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인

자 중 하나이다. 

CDF나 PDF가 수식으로 주어지면 분위수를 정의에 따라 직접 계산하거나 수치화된 표로

p

1.0

zp
z

F(z)

1.00

0.75

0.50

0.25 IQR

z0.25 z0.75z0.5
z

F(z)

(a) (b)

그림 2.4		분위수와	사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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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얻는다. 획득한 자료로부터 <그림 2.2>와 같은 경험적 CDF를 얻었다면 보간법으로 분위

수를 계산한다. 사분위수는 분위수의 특별한 경우이므로 동일한 원리로 구한다.

이산자료의 경우 CDF를 이용하지 않고 자료로부터 사분위수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먼저 자료를 크기순으로 정렬하고 자료의 중앙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중앙

값은 자료의 개수에 따라 다음의 두 경우로 구한다. 중앙값은 그보다 큰 자료와 작은 자료의 개

수가 같은 값이다. 따라서 만약 자료의 개수가 홀수이면 정렬 후 정가운데 값이 중앙값이다. 짝

수 개이면 정가운데 값이 없으므로 중간에 위치한 두 값의 산술평균으로 중앙값을 얻는다.

■  자료의 개수가 홀수이면 순서상 정가운데 값
■ 자료의 개수가 짝수이면 정렬된 자료의 중간에 있는 두 값의 산술평균

아래 사분위수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료의 중앙값이다. 만약 자료수가 짝수이면 오름

차순으로 정리된 자료의 앞부분 반이 하위 50%이고, 자료수가 홀수이면 중앙값까지 포함한 자

료를 하위 50%로 가정한다. 위 사분위수도 상위 50% 자료에 대하여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다. 

위에서 설명한 원리로 계산된 분위수는 <그림 2.2>의 CDF를 이용한 경우와 다를 수 있다. 

또한 CDF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값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일관성 있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한된 표본자료만 가지고는 참 CDF를 알 수 없으므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분위수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표 2.1>의 Data A를 정렬한 자료이고 중앙값과 각 분위수를 구한 예이다. 분위수

구간은 10인데 이는 자료 중에서 매우 크거나 작은 특이값(outlier)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된다.

Data A 정렬：2, 4, 5, 8, 10, 12, 13, 15, 17, 20
중앙값 〓 (10＋12)/2 〓 11
아래 사분위수 〓 5
위 사분위수 〓 15

IQR 〓 15－5 〓 10

박스그림(box plot)은 아래 사분위수(Q1)와 위 사분위수(Q3)로 박스를 표시하며 중앙값

(Q2)의 위치도 나타낸다(물론 기호가 아닌 해당 값의 위치가 표시됨). 박스의 양 경계값에서 

IQR의 1.5배 이내에 있는 자료의 최대 및 최소 값까지 수평 실선으로 표시한다. 만약 자료값이 

박스의 양 경계값에서 IQR의 1.5∼3배 사이에 있으면 이를 약특이값(mild outlier)이라 하고 그 

이상인 경우를 강특이값(extreme outlier)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약특이값은 속이 빈 도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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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특이값은 속이 찬 도형으로 그 값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림 2.5>는 <표 2.1>의 Data B를 이용한 박스그림이다. 아래 사분위수는 92.5, 위 사분

위수는 107, IQR은 14.5이다. 따라서 약특이값의 상하단 경계는 각각 128.75, 70.75로 특이값

이 없다. <표 2.2>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값들이 100 주위에 분포한다. 만약 특이값들이 존재

하면 각 위치를 도형으로 표시한다. 박스그림은 자료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2)	편향

모집단에 대한 추정은 대부분 표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표본의 정보를 이용하

여 모집단의 인자 또는 모수를 예측한다. 이때 사용되는 수식으로부터 얻은 값은 모집단의 인자

를 편향 없이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향(bia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모집단의 특성값 평

균과 표본의 특성값 평균과의 차이이다.

편향 〓 모집단 인자의 평균－표본 인자의 평균 

여기서 유의할 것은 모집단의 인자값은 하나이고 표본의 인자는 추출의 결과에 따라 매번 

다르다는 것이다. 즉, 모집단 인자의 평균은 해당 인자 그 자체가 된다. 간단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25인 모집단에서 20개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은 표본에 상관없이 각각 100, 625이다. 하지만 일정한 개수로 추출한 표본의 평균

과 분산은, 주어진 모집단의 특성값과 비슷하겠지만, 매번 다른 값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시행을 

무수히 반복하여 구한 표본평균의 평균은 100에 매우 가까울 것이며 이론적인 값은 100이다. 

편향이 0이면 특성값을 얻기 위해 사용한 수식은 편향되지 않는 추정식이 되고 이때를 ‘편

향되지 않음(unbiased)’이라 한다. 편향이 양의 값을 나타내면 ‘양으로 편향(positively biased)’ 

그 반대를 ‘음으로 편향(negatively biased)’이라 한다. 편향은 표본에서 계산한 통계특성치가 

Q1 Q2 Q3

그림 2.5		박스그림(box	pl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