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어진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은 자료의 특성을 알려 주

면 된다. 예를 들어 자료의 평균, 분산, 분포 모양을 알려 준다면 해당 자료가 어떻게 생

겼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주어진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를 기술통계학(descrip-

tive statistics)이라 하며, 제5장까지 공부한 내용이다. 반면에 주어진 자료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자료가 추출된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

와 같이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학문 분야를 추리통계학(inferential 

statistics)이라 하며 이때 주어진 자료를 표본(sample)이라 부른다. 제7장부터 이 책 끝까지

가 추리통계학에 해당되며, 제6장은 추리통계학의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모수(parameter)라 하며,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

낸 것을 통계량(statistic)이라 한다. 모평균 �와 모분산 �2이 모수에 해당되며, 표본평균 X와 

표본분산 S2이 통계량에 해당된다. 표본으로부터 모수에 대해 추론하려면 통계량과 모수 간의 

통계적 관계를 파악해야 가능하다. 제6장에서 이런 통계적 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모집단

통계적 관계

표본

모수 : � �2 p

통계량 : X S2 P̂

chapter6모수와 통계량의 관계 : 표본분포

I 모집단과 표본

어느 제약회사가 진통 효과가 긴 신약을 개발했는데, 치통 환자를 대상으로 진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려고 한다. 완벽하게 조사하려면 치통 환자 전체에게 신약을 투약하고 진통 시간

을 조사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통 환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진통 시

간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관심 대상은 전체 치통 환자에 대한 진통 시간이나, 실제 분

석 대상은 일부 환자의 진통 시간이다. 이와 같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합을 모집

단이라 하고, 실제 분석의 대상이 된 개체의 집합을 표본이라 한다. 이 예제에서 개체란 진통 시

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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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과 표본

모집단 :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합

표본 : 모집단에서 분석 대상으로 관찰된 일부의 집합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모집단의 모든 개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를 전수조사(census)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정부가 5년마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www.census.go.kr 참조)나 징

집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등이 있다1. 반면에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만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를 표본조사(sample survey)라 부른다.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사유는 다

음과 같다

① 경제성

관찰 대상의 수를 줄임으로써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②  시간 절약

적은 수의 개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 

③  정확성

적은 수의 개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수집과 처리과정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수행

할 수 있다.

④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모집단이 무한히 많거나 모집단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표본조사만이 가능하다. 또는 

통조림의 위생점검과 같이 조사 대상의 파괴를 수반하는 경우(전수조사를 하면 판매할 통조

림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표본조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⑤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 조사할 때 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일부 사원에 대해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것이 비밀유지에 도움이 된다

표본추출 방법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선택하는 행위를 표본추출(sampling)이라 한다. 표본추출 방법은 크게 

확률적 추출(probability sampling)과 비확률적 추출(nonprobability sampling)로 나뉜다. 전자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그 

확률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일부 개체가 선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BC 435년부터 로마제국에서 시민 등록 등을 담당하는 censor라는 관리에 의해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때부터 

인구조사 담당관리의 직명을 따서 센서스(census)라고 부르게 되었다. 고대 바빌로니아 BC 3600년경과 중국 BC 

3000년경에 전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록이 있으며, 과세와 징병이 주 목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한시대부

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호구조사(戶口調査)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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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추출은 다음과 같이 단순무작위추출, 체계적 추출, 층화추출, 군집추출의 네가지 방

법이 있다.

① 단순무작위추출(simple random sampling)

모집단의 각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게 추출되는 경우이다. 모집단의 개체수

가 N 중에서 임의로 n(표본 수)개를 선택한다면, 개별 개체가 선택될 확률을 모두 n/N으로 

일정하다. 

② 체계적 추출(systematic sampling)

모집단의 개체에 1, 2,…, N이라는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첫 번째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고 

일정 간격으로 다음 표본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1,000개의 개체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20개

를 표본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보자. 일련번호 1, 2,…, 50 중에서 임의로 1개를 선택하고 50

번 간격으로 다음 표본을 선택한다. 만약 37번의 일련번호가 첫 번째 표본으로 선택된다면 

87번, 137번,…, 987번이 표본으로 선택된다.

③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모집단을 성격에 따라 몇 개의 집단 또는 층(strata)으로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원하는 크기

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대기업의 초봉을 조사할 때 업종에 따라 봉급의 차이가 많다

면, 단순무작위추출보다는 층화추출이 바람직하다. 금융업, IT업, 유통업, 제조업 등의 집단

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서 사전에 정한 개수의 표본을 임의로 선택한다. 

④ 군집추출(cluster sampling)

모집단을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집단(cluster)으로 나눈다. 이들 집단 중에서 몇 개를 선택

한 후, 선택된 집단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선택한다. 군집추출은 층화추출과 

혼동하기 쉽다. 층화추출은 나누어진 모든 집단 내에서 표본이 선택되나, 군집추출은 선택된 

집단 내에서만 표본이 선택된다는 점이 다르다. 군집추출은 집단을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경

우가 많다. 전국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2개의 권역만을 선택하고 이 권역에 속한 가구

를 대상으로 표본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조사자가 전

국을 여행할 필요 없이 2개의 권역만 방문하면 되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비확률적 추출에는 판단추출, 할당추출, 편의추출 등이 있다.

① 판단추출(judgment sampling)

전문지식이 있는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표본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소비자물가지수

나 장바구니물가지수 등은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품목을 선택하므로 판단추출의 사례이다.

② 할당추출(quota sampling)

모집단을 여러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서 필요한 개수의 표본을 선택하되 연구자가 자

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이다.

③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본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특정 약물에 대한 암환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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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려는 경우를 보자. 전국 또는 전 세계의 암환자 중 임의로 일부 환자를 선택하는 대

신 자신이 소속한 병원의 암환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면 편의추출에 해당된다.

확률적 추출은 모집단의 개별 개체가 선택될 확률이 0이 아니며, 표본추출의 과정에 표본을 

무작위로 선택한다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점이 비확률적 추출과 다르다. 비확률적 추출은 연구

자의 편견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통계학의 표본분포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모집단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가 신속하게 필요하거나 조사 대상이 비협조적일 때 적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수와 통계량

누가 당신에게 앙골라인(Angolan)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인종적 특징을 나타

낼 수 있는 요소를 찾은 후, 이 요소를 설명해 주면 된다. 예를 들어 인종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

소로 키, 피부색 등이 있으므로 앙골라인의 남성 평균 키가 172 cm이고, 피부색이 검다고 말해 

주면 된다. 통계자료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통

계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들 요소의 값을 알려 주면 된다. 모집단의 특징

을 묘사하는 요소에는 모평균 �와 모분산 �2 등이 있는데, 이들을 모수(parameter)라 한다. 반

면에 표본의 특징을 묘사하는 요소에는 표본평균 X와 표본분산 S2 등이 있고, 이들을 통계량

(statistic)이라 한다. 

모집단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반면, 표본은 여러 개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단의 한 모수에 대

해 통계량은 여러 개 있으므로 통계량은 확률변수가 된다. 

II 표본평균과 모수의 통계적 관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모수이다. 그러나 모수를 알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 표본을 추출하고 

통계량의 값을 구한 다음, 모수를 유추하려고 한다. 통계량을 이용하여 모수를 유추하려면 통

계량과 모수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 관계를 찾는 것이 제6장의 목표이다. 이들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간단한 예로 출발하자. 

항아리에 10, 20, 30이라고 쓰인 구슬이 3개 있다. 각 구슬을 꺼낼 확률은 동일하여 1/3이다. 

이 항아리의 숫자를 모집단이라고 하면, 모집단의 평균 � 5 20이고 분산 �2 5 200/3이다. 이제 

이 모집단에서 표본크기 n이 2인 표본을 추출해 보자. 표본추출은 하나의 구슬을 꺼내고 숫자

를 기재한 후, 이 구슬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두 번째 구슬을 꺼내 숫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

다. 이와 같이 꺼낸 구슬을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은 후에 다음 구슬을 꺼내는 방식을 복원추출

(sampling with replacement)이라 한다. 반면에 꺼낸 구슬을 항아리에 넣지 않고 두 번째 구슬

을 꺼내는 경우를 비복원추출(sampling without replacement)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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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복원추출 

방식의 표본추출

X525

X530

� 520,
�25200/310, 20, 30

10, 10

10, 20

X5 15

X520

X5 10

10, 30

30, 20

30, 30

[그림 6-1]은 모집단에서 표본크기를 2로 하여 추출한 표본을 보여 주고 있다. 복원추출 방식으

로 하는 경우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10), (10, 20),…, (20, 30), (30, 30)의 9개 표본

이 나올 수 있다. 각 표본의 표본평균 x는 각각 10, 15,…, 25, 30이다.

표본 표본평균( x )

10, 10 10

10, 20 15

10, 30 20

20, 10 15

20, 20 20

20, 30 25

30, 10 20

30, 20 25

30, 30 30

표 6-1 복원추출, 

n =2일 때 나올 수 있

는 표본과 표본평균

각 표본이 나올 확률은 모두 1/9이다. 이를 근거로 X의 확률분포를 알아보자2. 이 확률분포를 

X의 표본분포(sampling distribution of X )라 부른다.

x 확률

10 1/9

15 2/9

20 3/9

25 2/9

30 1/9

표 6-2 X의 표본분포

2  이전 장과 달리 여기서 X는 확률변수이므로 대문자를 사용한다. 특정 수치를 지칭할 때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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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X의 표본분

포(막대그래프)

3/9

2/9

1/9

10 15 20 25 30
x

확률

다음 문장에서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제6장에서 표본평균은 [표 6-2]에서와 같이 10, 15, …, 30 등을 확률적으로 취하므로 (     )

가 된다. 제4장에서 X가 확률변수일 때, 취할 수 있는 수치의 분포를 X의 확률분포라 하였

다. 제6장에서 X가 확률변수이므로 [표 6-2]를 X의 확률분포라 부를 수도 있으나, 일반적

으로 X의 (   )라 부른다.

풀이

확률변수, 표본분포

예제 6.1

X의 표본분포를 이용하여 평균인 E( X )를 계산해 보자.

E( X) [5 � X] 5 (1/9)10 1 (2/9)15 1 (3/9)20 1 (2/9)25 1 (1/9)30

   5 20

E( X )의 값이 20이다. 이 수치는 모집단평균 �의 값과 일치한다. 이 사례는 n 5 2인 경우이지

만, 더 큰 모집단에서 표본크기 n이 다르더라도 이 관계가 유지됨을 유사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계량 X와 모수의 첫 번째 관계를 알게 되었다.

E( X ) 5 �

이제 X의 표본분포를 이용하여 표본평균의 분산, Var( X )를 계산해 보자.

Var( X) [5 �
2

‾X ] 5 (1/9)[10 2 20]2 1 (2/9)(15 2 20)2 1 (3/9)(20 2 20)2

      1 (2/9)(25 2 20)2 +  (1/9)(30 2 20)2

  5 100/3



•155II 표본평균과 모수의 통계적 관계

Var( X)의 값은 100/3이다. 이 수치는 모집단의 분산 �2을 2로 나눈 값과 동일한데, 2는 표본크

기인 n와 일치한다. 더 큰 모집단에서 표본크기 n이 2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한 관계가 유지됨을 

유사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계량과 모수의 두 번째 관계를 알게 되었다3.

Var( X) [5 �
2

‾X ] 5 �2/n

복원추출을 전제로4, 표본평균과 모수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본평균 X와 모수와의 관계(복원추출을 가정한 경우) 

E( X ) 5 �

 Var( X ) [5 �
2

X] 5 �2/n

Var( X )와 s2의 구분

Var( X )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림 6-3]을 이용하여 Var( X )

와 s2을 비교해 보자. 왼쪽의 그림을 보면, 모집단에서 일정한 크기(예 : n 5 2)의 모든 표본을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하였다. 총 9개의 표본이 나올 수 있으며 각 표본마다 표본평균이 있어 이

들을 x1, x2,…, x9로 표기하였다. 이 9개 표본평균의 분산이 바로 Var( X )이다. 반면에 s2은 오

른쪽 그림에서 설명할 수 있다. 모집단에서 하나의 표본을 추출할 때, 그 표본 내 숫자의 분산이 

s2이다. 예를 들어 (10, 20)이라는 표본이 추출되었다면 s2은 [(10 2 15)2 1 (20 2 15)2]/(2 2 1) 

5 50이다. 

그림 6-3 Var( X )와  

s2의 구분

x1 x2

x3

x9

x4x5

x7 x8

x6 10, 20

3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E( X ) 5 Eb SXi

n
l5

E(X1)1E(X2)1…1E(Xn)
n

5 n�

n
5 �, Xi가 서로 독립이므로,    

Var( X ) 5 Var(X1)1Var(X2)1…1Var(Xn)
n2

5
�2

n

4 비복원추출을 전제로 하면, E( X ) 5 �, Var( X )(5 � 2
X) 5

�2

n
bN 2 n
N 2 1

l의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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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에서 (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모집단 자료의 특징은 (   )로 표현할 수 있다. 모수를 알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돈

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  

표본을 추출하고 (   )의 값을 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모수를 유추한다. (   )을 이용하여 

모수를 유추하려면 통계량과 모수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모수와 통계량 중, �와  X의 관

계를 알아보자. 이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크기를 일정하게 하여 모든 표본을 추출하면, 표본

마다 표본평균이 존재하고 이 표본평균의 평균은 (   )와 일치하고 분산은 (   )/n와 일치한

다. Var( X )와 s2은 모두 ‘분산’이나, 전자는 (   )의 분산이고 후자는 특정 표본에 있는 수치

의 분산이다.

풀이

모수, 통계량, 통계량, �, �2, X

예제 6.2

� X는 제5장까지의 표현대로 하면 표본평균 X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of sample mean  

X )라 불러야 하나, 제6장부터는 표본평균  X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sample mean X )

라 부른다. ‘오차’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불리는 이유는 다음에 설명할 표본추출오차(sampling 

error)의 크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모 대학교 학생들의 통계학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75점이고 분산이 100이다. 이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25명씩 모든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오차는 얼

마인가?

풀이

� 5 75, �2 5 100, n 5 25

 E( X ) 5 � 5 75

Var( X) [5 �
2

‾X ] 5 �2/n 5 100/25 5 4

   � X 5 �/√‾n 5 10/√‾25 5 2

이 문제를 풀 때, 공식에 사용하기 전에 [그림 6-3]의 왼쪽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 후 공식에 

대입할 것을 권장한다. 모평균이 75점이고 모분산이 100이란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통계분

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예제 6.3]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관

계를 공부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예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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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오차

X의 값은 모집단평균 �의 추정값으로 이용된다. 즉 X의 값이 175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모평

균 �를 175라고 추정한다. 이때 실제 모평균 �가 170이라면 5(5 175 2 170)만큼의 오차가 발생

하게 된다. 이 오차는 전수조사 대신 표본추출을 통해 모평균 �를 추론함으로써 발생했기 때문

에 이를 표본추출오차(sampling error)라 한다. 표본추출오차는 평균뿐 아니라 모든 모수와 통

계량에 확장되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본추출오차 5 통계량(statistic) 2 모수(parameter)

X의 경우 표본추출오차의 크기는 표본추출오차를 제곱한 후 기댓값을 계산하면 된다5. 

E[(  X 2 �)2] 5 var( X )

  5
�2

n

제곱근을 취하면,

√‾E [( X 2 �)2] 5
�

√‾n

이 제곱근은 X의 표준오차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X의 표준오차는 모수 �를 추정할 때 발생하

는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셈이다. 표본추출오차의 크기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림 6-4 표본크기에 

따른 표본추출오차의 

분포. 표준오차의 크기

(모집단 X~N(0, 1)인 

경우)

n 5 2일 때

•표본추출오차의 분포

n 5 10일 때

•표본추출오차의 분포

n 5 100일 때

•표본추출오차의 분포

•  X의 표준오차 : 1/√2 5 0.707 • X의 표준오차 : 1/√10 5 0.316 • X의 표준오차 : 1/√100 5 0.100

주 : 표본추출오차의 값은 표본을 10,000회 추출한 시뮬레이션 결과임. x축의 간격은 0.1임. (소프트웨어 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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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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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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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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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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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도

확
률
밀
도

－3 －2 －1 0 1 2 3 －3 －2 －1 0 1 2 3 －3 －2 －1 0 1 2 3

5 E( X 2 �)를 계산하면 양(1)과 음(2)이 상쇄되어 0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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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표본크기 n이다. 표본크기가 클수록 표본추출오차가 작아진다. 예를 들어 앙골라인의 

평균 키를 알고자 할 때, 100명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가 5명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보다 더 정확

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그림 6-4]를 보자. [그림 6-4]는 표본크기에 따

라 표본추출오차( X 2 �)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표본크기가 2, 10, 100으로 

커짐에 따라 표본추출오차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표준오차의 값도 축소되고 있다. 이를 

통해 표본크기를 확대하면 X가 모평균 �를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모집단의 표준편차 �이다. �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6-5 � 크기에 

따른 표본추출오차, 표

준오차의 크기(모집단 

X~N(0, �2)인 경우)

� 5 1일 때 

•표본추출오차의 분포

� 5 2일 때 

•표본추출오차의 분포

� 5 3일 때 

•표본추출오차의 분포

•  X의 표준오차 : 1/√10 5 0.316 •  X의 표준오차 : 2/√10 5 0.632 •  X의 표준오차 : 3/√10 5 0.948

주 : 표본추출오차의 분포는 표본크기가 10인 표본을 10,000회 추출한 시뮬레이션 결과임. x축의 간격은 0.1임. (소프트
웨어 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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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는 �의 크기에 따라 표본추출오차( X 2 �)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가 1, 2, 3으로 커짐에 따라 표본추출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표준오차의 값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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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역사무국(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다.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1등급,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 대해서는 2등급, 위험을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3등급

을 부여하고 있다. 여러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총점수를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중 하

나를 부여하고 있다. 이 기준 중 하나는 조사한 두수(頭數)인데, 두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

는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조사한 두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낮은 점수를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풀이

조사한 두수, 즉 표본크기가 작으면 모수에 대한 추정이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예제 6.4

학교 A 학생들의 통계학 점수는 분산이 100이고, 학교 B 학생들의 분산은 150으로 알려져 

있다. 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5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모집단 평균 등에 대한 추정을 

할 때 어느 학교의 결과가 더 정확성이 있는가?

풀이

통계학 점수에 대한 학교 A의 불확실성이 더 작으므로 학교 A의 추정결과가 더 정확하다. 

이는 표준오차의 크기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오차는 각각 10/√‾25와 √‾150/√‾25이다.

예제 6.5

표본평균의 분포 모양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살펴보자. 

■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표본평균 X는 표본크기에 관계없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각주를 보면 되고6,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그림 6-6]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본평균의 평균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표본크기 n이 2, 5, 10, 100일 때 표본평균은 모두 정규분포의 형태를 따르고 있

다. 즉,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표본크기에 상관없이 표본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X 5
SXi

n
5 X11…1Xn

n
에서 Xi는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들의 선형결합인 X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