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쇄 발행 2019년 2월 28일

지은이 앤디 필드, 제레미 마일스, 조이 필드

옮긴이 류 광

펴낸이 장성두

펴낸곳 주식회사 제이펍

출판신고 2009년 11월 10일 제406–2009–000087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59 3층 3-B호

전화 070–8201–9010 / 팩스 02–6280–0405
홈페이지 www.jpub.kr / 원고투고 jeipub@gmail.com
독자문의 readers.jpub@gmail.com / 교재문의 jeipubmarketer@gmail.com

편집부 이종무, 황혜나, 최병찬, 이 슬, 이주원 / 소통·기획팀 민지환, 송찬수 / 회계팀 김유미

교정·교열 이종무 / 내지디자인 디자인콤마 / 표지디자인 미디어픽스

용지 에스에이치페이퍼 / 인쇄 한승인쇄 / 제본 광우제책사

ISBN 979-11-88621-36-1 (93000)
값 48,000원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펍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제이펍은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원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원고가 있는 분께서는 책의 간단한  

개요와 차례, 구성과 저(역)자 약력 등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jeipub@gmail.com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R by Andy Field, Jeremy Miles, Zoë Field
Copyright © 2012 All rights reserved.

English language edition published by SAGE Publication of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and Singapore,

This Korean language edition was published by J-Pub Co., Ltd., in 2019 by arrangement with SAGE 

Publications Ltd. through Agency-One, Seoul.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에이전시 원을 통해 저작권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제이펍에 있습니다.  

신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R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부록 웹사이트에 예제 코드와 연습 문제를 비롯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 https://studysites.uk.sagepub.com/dsur/main.htm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http://occamsrazr.net

 – 출판사: jeipub@gmail.com

나의 멋진 아내 조이에게

— 앤디

수잔, 알렉스, 대니얼에게

— 제레미

심술 궂고 수면 부족에 껍질만 남았지만,  

사랑스러운 쭉정이에게

— 조이



나의 멋진 아내 조이에게

— 앤디

수잔, 알렉스, 대니얼에게

— 제레미

심술 궂고 수면 부족에 껍질만 남았지만,  

사랑스러운 쭉정이에게

— 조이



차례vi

역자 머리말     xv
머리말     xvii
이 책의 사용법     xxii
감사의 글     xxviii
이 책에 쓰인 기호들     xxx
기본적인 수학 상식     xxxii
베타리더 후기     xxxiii

1 사악한 강사가 통계학을 억지로 가르치려는 이유  _  1
1.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1

1.2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독자에게 ①     2

1.3 초기 관측: 설명이 필요한 뭔가를 찾기 ①     4

1.4 이론 생성 및 검증 ①     5

1.5 자료 수집 1: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①     8

1.6 자료 수집 2: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①     16

1.7 자료 분석 ①     24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①     37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37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38

더 읽을거리     39

흥미로운 실제 연구     39

2 여러분이 통계학에 관해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 (아마도)  _  41
2.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41

2.2 통계적 모형의 구축 ①     42

2.3 모집단과 표본 ①     45

2.4 단순한 통계적 모형 몇 가지 ①     46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례



차례 vii

2.5 자료 이상의 것을 얻으려면 ①     52

2.6 통계적 모형을 이용한 연구 질문 검증 ①     62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①     75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76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76

더 읽을거리     77

흥미로운 실제 연구     77

3 R 환경  _  79
3.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79

3.2 시작하기 전에 ①     80

3.3 R 시작하기 ①     85

3.4 R의 기본적인 사용법 ①     88

3.5 R에 자료 도입하기 ①     102

3.6 R Commander로 자료 입력하기 ①     118

3.7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료 입력과 편집 ①     121

3.8 자료의 저장 ①     130

3.9 자료의 조작 ③     132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①     144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144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144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145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145

더 읽을거리     147

4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 탐색  _  149
4.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149

4.2 자료 표현의 예술 ①     150

4.3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①     155

4.4 ggplot2 소개 ①     156

4.5 변수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산점도 ①     174

4.6 명백한 문제점을 포착하기에 좋은 히스토그램 ①     181

4.7 상자그림(상자수염도) ①     184

4.8 밀도 그림 ①     189

4.9 평균을 그래프로 그리기 ③     190

4.10 테마와 옵션 ①     205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①     207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207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208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208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208

더 읽을거리     209

흥미로운 실제 연구     209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례viii

5 자료에 관한 가정  _  211
5.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211

5.2 가정이란 무엇인가? ①     212

5.3 모수적 자료의 가정들 ①     213

5.4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R 패키지 ①     214

5.5 정규성 가정 ①     215

5.6 분포의 정규성 검정 ①     231

5.7 분산의 동질성 검정 ①     235

5.8 자료의 문제점 수정 ②     241

이번 장에서 통계에 관해 발견한 것 ①     257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257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258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258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258

더 읽을거리     259

6 상관  _  261
6.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261

6.2 눈으로 관계 파악하기 ①     262

6.3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 ①     262

6.4 상관분석을 위한 자료 입력 ①     270

6.5 이변량 상관 ①     271

6.6 편상관 ②     297

6.7 상관계수의 비교 ③     303

6.8 효과크기 계산 ①     305

6.9 상관분석의 보고 ①     306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①     308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308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308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309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309

더 읽을거리     310

흥미로운 실제 연구     310

7 회귀  _  311
7.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311

7.2 회귀의 소개 ①     312

7.3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①     321

7.4 R을 이용한 회귀분석 절차 ①     322

7.5 단순회귀의 해석 ①     326

7.6 다중회귀: 기초 ②     330

7.7 회귀모형의 정확도 평가 ②     337

7.8 R Commander와 R을 이용한 다중상관 분석 ②     350

C H A P T E R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례 ix

7.9 회귀모형의 정확도 검정 ②     363

7.10 강건한 회귀: 부트스트래핑 ③     378

7.11 다중회귀의 보고 ②     381

7.12 범주형 예측변수와 다중회귀 ③     383

이번 장에서 통계에 관해 발견한 것 ①     391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392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392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392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393

더 읽을거리     394

흥미로운 실제 연구     394

8 로지스틱 회귀  _  395
8.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395

8.2 로지스틱 회귀의 배경 ①     396

8.3 로지스틱 회귀에 깔린 원리들 ③     397

8.4 가정과 잠재적 문제점 ④     406

8.5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들 ①     411

8.6 이항 로지스틱 회귀: 미끈미끈한 예제 하나 ②     412

8.7 로지스틱 회귀분석 보고 방법 ②     433

8.8 가정 검사: 또 다른 예 ②     434

8.9 여러 범주의 예측: 다항 로지스틱 회귀 ③     440

이번 장에서 통계에 관해 발견한 것 ①     451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452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452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452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452

더 읽을거리     454

흥미로운 실제 연구     454

9 두 평균의 비교  _  455
9.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455

9.2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①     456

9.3 차이 살펴보기 ①     456

9.4 t 검정 ①     466

9.5 독립 t 검정 ①     471

9.6 종속 t 검정 ①     489

9.7 그룹간 설계 대 반복측정 설계 ①     500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①     501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502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502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502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502

더 읽을거리     503

흥미로운 실제 연구     503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례x

10 여러 평균의 비교: 분산분석(GLM 1)  _  505
10.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505

10.2 분산분석에 깔린 이론 ②     506

10.3 분산분석의 가정들 ③     522

10.4 계획된 대비 ②     525

10.5 사후 절차 ②     540

10.6 R을 이용한 일원 분산분석 ②     546

10.7 효과크기의 계산 ②     573

10.8 일원 독립 분산분석 결과의 보고 ②     577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①     579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579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580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580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580

더 읽을거리     582

흥미로운 실제 연구     582

11 공분산분석(GLM 2)  _  583
11.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②     583

11.2 공분산분석(ANCOVA)이란? ②     584

11.3 공분산분석의 가정과 문제점 ③     586

11.4 R을 이용한 공분산분석 ②     589

11.5 강건한 공분산분석 방법 ③     610

11.6 효과크기 계산 ②     619

11.7 공분산분석 결과의 보고 ②     623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②     624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625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625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625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625

더 읽을거리     627

흥미로운 실제 연구     627

12 요인 분산분석(GLM 3)  _  629
12.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②     629

12.2 요인 분산분석(독립설계)의 이론 ②     630

12.3 회귀로서의 요인 분산분석 ③     631

12.4 이원 분산분석: 무대의 뒤편 ②     638

12.5 R을 이용한 요인 분산분석 ②     645

12.6 상호작용 그래프의 해석 ②     669

12.7 강건한 요인 분산분석     673

12.8 효과크기 계산 ③     682

12.9 이원 분산분석 결과의 보고 ②     686

C H A P T E R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례 xi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②     688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688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688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689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689

더 읽을거리     691

흥미로운 실제 연구     691

13 반복측정 설계(GLM 4)  _  693
13.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②     693

13.2 반복측정 설계 소개 ②     694

13.3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이론 ②     700

13.4 R을 이용한 일원 반복측정 설계 분석 ②     708

13.5 반복측정 설계의 효과크기 계산 ③     732

13.6 일원 반복측정 분석의 보고 ②     734

13.7 요인 반복측정 설계 ②     735

13.8 요인 반복측정 설계의 효과크기 계산 ②     756

13.9 요인 반복측정 설계의 결과 보고 ②     757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②     759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760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760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760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760

더 읽을거리     762

흥미로운 실제 연구     762

14 혼합 설계(GLM 5)  _  763
14.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763

14.2 혼합 설계 ②     764

14.3 남자와 여자가 연애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은? ②     765

14.4 자료 입력과 탐색 ④     767

14.5 혼합 분산분석 ②     774

14.6 일반선형모형으로서의 혼합 설계 ③     778

14.7 효과크기 계산 ③     806

14.8 혼합 분산분석 결과의 보고 ②     807

14.9 강건한 혼합 설계 분석 ③     810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②     819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819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820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820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820

더 읽을거리     822

흥미로운 실제 연구     822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례xii

15 비모수적 검정  _  823
15.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823

15.2 비모수적 검정은 언제 사용할까? ①     824

15.3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①     825

15.4 독립적인 두 조건의 비교: 윌콕슨 순위합 검정 ①     825

15.5 연관된 두 조건의 비교: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①     840

15.6 여러 독립 그룹의 차이: 크러스컬–월리스 검정 ①     849

15.7 연관된 여러 그룹의 비교: 프리드먼 분산분석 ①     864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①     872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872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873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873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873

더 읽을거리     875

흥미로운 실제 연구     875

16 다변량분산분석(MANOVA)  _  877
16.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②     877

16.2 다변량분산분석은 언제 사용할까? ②     878

16.3 소개: 분산분석과 다변량분산분석의 유사점과 차이점 ②     879

16.4 다변량분산분석의 이론 ③     881

16.5 다변량분산분석 수행 시 주의할 점 ③     901

16.6 R을 이용한 다변량분산분석 ②     905

16.7 강건한 다변량분산분석 ③     922

16.8 다변량분산분석 결과의 보고 ②     928

16.9 다변량분산분석에 대한 후속 분석으로서의 판별분석 ③     929

16.10 판별분석 결과의 보고 ②     936

16.11 추가 설명 ④     936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②     939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940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940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940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941

더 읽을거리     942

흥미로운 실제 연구     942

17 탐색적 인자분석  _  943
17.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943

17.2 인자분석은 언제 사용하는가? ②     944

17.3 인자 ②     945

17.4 연구 예제 ②     966

17.5 R Commander를 이용한 인자분석 실행 ①     971

C H A P T E R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례 xiii

17.6 R을 이용한 인자 분석 실행 ②     971

17.7 인자분석 결과의 보고 ①     1001

17.8 신뢰도분석 ②     1002

17.9 신뢰도분석 결과의 보고 ②     1015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②     1016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1017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1017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1017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1018

더 읽을거리     1018

흥미로운 실제 연구     1020

18 범주형자료  _  1021
18.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1021

18.2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①     1022

18.3 범주형자료의 분석 ①     1022

18.4 범주형자료 분석의 이론 ①     1023

18.5 카이제곱 검정의 가정들 ①     1028

18.6 R을 이용한 카이제곱 검정 실행 ①     1029

18.7 셋 이상의 범주형변수: 로그선형분석 ③     1042

18.8 로그선형분석의 가정들 ②     1053

18.9 R을 이용한 로그선형분석 ②     1054

18.10 로그선형분석의 후속 분석 ②     1070

18.11 로그선형분석의 효과크기 ①     1071

18.12 로그선형분석 결과의 보고 ②     1072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①     1073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1073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1073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1074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③     1074

더 읽을거리     1075

흥미로운 실제 연구     1076

19 다층 선형모형  _  1077
19.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1077

19.2 위계적 자료 ②     1078

19.3 다층 선형모형의 이론 ③     1084

19.4 다층모형 ④     1089

19.5 분석 실행 관련 고려사항 ③     1096

19.6 R을 이용한 다층 분석 ④     1099

19.7 성장모형 ④     1123

19.8 다층모형의 보고 ③     1141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례xiv

이번 장에서 발견한 통계학 ②     1142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패키지     1143

이번 장에서 사용한 R 함수     1143

이번 장에서 발견한 주요 용어     1143

똑똑한 알렉스의 과제     1143

더 읽을거리     1144

흥미로운 실제 연구     1144

에필로그: 통계학의 발견 이후의 삶     1145

R 문제해결     1148
용어집     1149
부록 A     1171

A.1 표준 정규분포표     1171

A.2 t 분포 임계값     1176

A.3 F 분포 임계값     1177

A.4 카이제곱 분포 임계값     1181

참고문헌     1182
찾아보기     1191



xv역자 머리말

이 책은 Sage 출판사가 펴낸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R을 번역한 것으로, 저자 앤디 필드

는 베스트셀러 통계학 입문서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로 유명합니다. 

그 책은 흥미 위주의 일반 교양서가 아닌 본격적인 통계학 입문서이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

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SPSS 책이 가진 모든 장점에 상용 소

프트웨어인 IBM SPSS Statistics 대신 누구나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

어·환경인 R을 이용해서 통계학을 설명한다는 새로운 장점까지 추가된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독자가 통계학을 재미있고도 효과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R과 관련해서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R은 통계학을 가르치고 

통계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책이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개발 및 실행 환경

으로서의 R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R에 대한 저자의 접근 방식은 “필

요한 만큼만 배우고 배운 만큼 써먹는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 자

체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으로 취급하는 것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이 책의 취지에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독자가 R에 관해 이 책에 나온 것보다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갱신되며, 게다가 R은 

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보니,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도 R 자체와 관련 패키지들을 포함한 R 환경이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서가 출판

된 후 R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긴 여러 오류와 불일치를 번역 과정에서 원서 정오표를 참고해

서 본문에 반영했고, 원서 정오표에 없는 몇몇 오류에 관한 내용은 본문 대신 역주에 표시해 

두긴 했지만(이를테면 제3장 DSUR 패키지 설치 문제), 이 번역서가 나온 이후에도 R과 그 환경은 

계속 변할 것이므로 새로운 오류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제 코드 실행 오류

를 스스로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웹 등에서 해결책을 검색해서 적용 또는 응

용할 수 있을 정도로는 R에 관해 좀 더 공부하길 권합니다. R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다른 

책들을 읽는 것도 좋겠고, 다행히 국내에도 R 사용자들이 꽤 많으므로 웹을 통해서 지식을 수

역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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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 책은 R 배포판에 포함된 기본 IDE(통합개발환경)인 

RGui를 사용하지만, 요즘 R 사용자들은 RGui보다는 RStudio(https://www.rstudio.com)라는 개

별적인 IDE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RStudio에 관한 한국어 자료도 웹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정오표(http://www.discoveringstatistics.com/docs/dsurerrata.pdf)는 2018년 11월 초에 마지

막으로 점검, 반영했습니다. 원서 정오표에는 문제만 제기되었을 뿐 해결책이 없는 항목도 있

는데, 나중에 해결책이 올라오면 제이펍 웹사이트 또는 역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

다. 번역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 학회의 공식 용어집을 따랐고, 때에 따라서는 한국

어 위키백과도 참고했습니다. 통계 용어는 한국통계학회(http://kss.or.kr), 수학 용어는 대한수학

회(http://kms.or.kr)의 용어집을 따랐으며, 예제들에 등장하는 심리학 용어들은 한국심리학회

(http://koreanpsychology.or.kr)의 용어집을 따랐습니다. 용어집에 없는 용어들은 관련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에 나온 문구들을 참고하거나, 기존 용어들의 조어법을 참고해서 만들어 냈습니

다. 한편, 외국인 인명은 영미권의 경우에는 CMU 발음 사전(http://www.speech.cs.cmu.edu/cgi-

bin/cmudict), 그 외의 경우에는 한글라이즈(https://hangulize.org)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홈페이지(http://occamsrazr.net)에 이 책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페이지(찾기 어렵지 않을 것입

니다)를 마련해 두었으니, 혹시 용어나 어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 없이 문의해 주세

요. 책에 관한 의견, 감상이나 오역, 오타 보고도 환영합니다.

 멋진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고 교정까지 

보아 주신 이종무 팀장님, 그리고 구성이 꽤나 복잡한 책을 잘 조판해 주신 김선예 디자이너 

님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저자의 ‘독특한’ 유머와 ‘참신

한’ 예제들에도 굴하지 않고 크고 작은 오타와 오역을 무수히 잡아 준 아내 오현숙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재미있게 읽으시길!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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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ma Police, arrest this man, he talks in maths, he buzzes like a fridge,  

he’s like a detuned radio.*

라디오헤드, ‘Karma Police’, OK Computer (1997)

소개

사회과학 학생 중 다수는 통계학을 싫어한다(사실 연구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도, 사

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학적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복잡한 통계 공식들을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도 악마의 사악한 염소 전사들은 우리의 비수학적 뇌를 강제로 

통계학 전문가의 뇌에 맞추어 재단하려 한다. 그러면 아마 뇌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들에

게 대항하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컴퓨터이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수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장애를 가뿐하게 극복할 수 있다. SAS나 SPSS, R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등장한 덕

분에 이제는 수학 공식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통계학을 가르칠 수 있는 유

례 없는 기회가 생겼다. 악마의 염소 전사에게 컴퓨터는 마치 고양이에게 개박하(캣닙)와 같다. 

컴퓨터를 보면 염소 전사들은 그저 머리를 땅에 문지르고 ‘갸릉갸릉’ 하면서 뒹굴 뿐이다. 컴퓨

터의 유일한 단점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실행하다 보면 완전히 길을 잃기 쉽다는 것

이다. 통계학 지식 없이 통계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전신인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를 저술했다.

 나는 심리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를 쓰기 시작했다. 

주된 목표는 이론과 실제의 적절한 균형점에 해당하는 책을 쓰자는 것이었다. 특히, 나는 컴

퓨터를 통계학 개념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이론과 실제 둘 다 더 잘 이해

*역주　 이 가사를 작사가의 의도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저 뜻을 짐작할 정도로만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카르마(업보) 경관님, 저자를 체포하세요. 그는 수학으로 말하고, 냉장고처럼 윙윙대고, 마치 주파수가 어긋난 라디오 같

아요.”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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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길 원했다. 이론을 원한다면, 그리고 수학 공식을 좋아한다면, 더 나은 책들이 있다. 

[Howell, 2006], [Stevens, 2002], [Tabachnick & Fidell, 2007]은 내가 아는 한 비할 데 없는 

훌륭한 책들이며, 나도 이 책들로 공부했다(그리고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 책들은 통계학에 관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내 책이 그 책들에 인용되었으면 하는 야망이 

있긴 하지만, 아마 실현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직장수지자극(直腸手指刺戟) 마

사지가 나오는 책을 원했다면, 이 책을 잘 산 것이다. (그 마사지는 그냥 한 예제에 등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겠다. 책을 읽으면서 직장을 자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이 책의 표지 안에 

붙어 있지는 않다. 학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독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또 다른 목표는 이 책 하나로 충분하게 한다는 것이다(우스울 정도로 야심 찬 목표는 아니리라 

믿는다). 즉, 1학년 때 산 책을 교수가 되어서도 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고자 했다(난이도 수준에 관해서는 머리말 다음의 ‘이 책의 사용법’에서 좀 더 이

야기한다). 이 책에는 학부 1학년을 위한 장들(1, 2, 3, 4, 5, 6, 9, 15)과 2학년을 위한 장들(5, 7, 

10, 11, 12, 13, 14)이 있으며, 대학원생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고급 주제를 다룬 장들(8, 16, 17, 

18, 19)도 있다. 그리고 내용의 난이도를 독자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절에 난이도 수준

을 명시해 두었다(이 머리말 다음에 나오는 ‘이 책의 사용법’ 참고).

 셋째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계학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사실 나는 

수학하고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 한때는 수학 성적이 아주 나빴다.

위의 그림은 열한 살 때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의 일부이다. ‘27=’은 수학 점수의 반 석차가 27

등이라는 뜻인데, 당시 그 학급의 학생 수는 29명이었다. 꼴찌를 겨우 벗어난 수준이었던 것이

다. 43은 시험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오, 저런! 4년 후(15세) 성적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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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사의 평을 요약하자면 수학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

을까? 비결은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그 선생님은 바로 내 형 폴이었다. 형은 수학을 아주 재미

있게 가르쳐 주었다. 요즘도 종종 필요할 때 형이 내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준다(특히, 컴퓨터 프

로그래밍에 관해 여러 가지를 배웠다). 그의 훌륭한 교육법의 비결은, 나와 관련된 예들을 이용해

서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의 ‘훌륭한 교육 능력’ 유전자는 사실 집안 내력이다. 그가 교

육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그 유전자가 낭비된 것이 아쉽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의 접근 방

식이 내 강의와 책들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나는 인간적인 측면이 드러나 있

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점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 책들

에 내 개성과 유머 감각을(또는, 유머 감각의 부재를) 많이 집어넣으려 했다. 이 책의 여러 예제

는, 비록 현실 세상의 몇몇 괴상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긴 했지만, 평균적인 학생들이 머릿속

에 자주 떠올리는 주제들(섹스, 마약, 대중음악, 연예인,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그냥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예제들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책의 예제들

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어떤 사람은 그냥 ‘지저분한’이라고 말하겠지만) 것들이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예제들에서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제

들이 비위에 맞지 않고 혐오스럽거나, 내가 과학의 진지함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독자에게는 

미리 사죄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항문에 뱀장어를 집어넣은 사람의 이야기가 재미없을 

리 있겠는가?

 이상의 세 가지 목표가 과연 달성되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R 책의 

기초가 된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는 확실히 인기를 끌었으며,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아주 칭찬하는 이메일을 받는 드문 사치를 누리기까지 했다. (고백하자면, 

가끔은 나를 긴팔원숭이 똥덩어리라고 생각한다는 이메일도 받긴 했지만, 원래 모든 일에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법이다.) 또한, 그 책은 2007년에 영국 심리학회 도서 상까지 받았다. 내가 책을 잘 쓰

긴 썼나 보다. 그런데 그 SPSS 책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점이 있다. 바로, 모든 사람이 SPSS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R을 사용한다. 다른 통계 패키지에 비해 R은 ‘공

짜’라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R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 흔히 공짜 

점심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R은 온갖 맛있는 요리가 이어지고 구운 치즈

케이크로 마무리되는 공짜 코스 정식과도 같다.

 그래서 SPSS 책의 이론과 예제들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R에 관한 책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단, 내가 R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만 

빼면! 6개월 동안 밤을 새워 가며 공부한 덕에 이 미친 모험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R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도중에 나는 제레미 마일스(Jeremy Miles; 뱀장어를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CD 플레이어에 집어넣길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친절한 친구와, 그 친구보다도 더 친절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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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조이(Zoë)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의 어조를 내 것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기여가 다소 숨겨지긴 했지만, 그들의 기여는 엄청나게 컸다. (제러미의 기여는 특히

나 찾기 쉽다. 바보가 지껄인 말을 통계학 천재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다듬은 듯한 문장이 보인다

면, 제러미가 쓴 것이다.)

여러분이 낸 돈 대신 얻게 되는 것은?

이 책은 통계학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내 뇌의 이상하고도 멋진 내용으로 가득한 세계를 탐험

하는 하나의 여행이다(아마도 가시철조망 사이로 난 아주 좁은 통로를 따라가는). 간단히 말해서 이 

책에는 멍청한 예제들과 질 나쁜 농담, 지저분하고 외설적인 이야기가 잔뜩 있다. 그런 재미있

는 내용 외에, 학술적인 내용도 조금 추가해야 했다. SPSS 책의 여러 판에서 많은 사람이 이메

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든 책에는 지난 10년 동안 내가 받

은 여러 질문의 답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이 책에는 다른 책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다음

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나는 돈값을 하는 책을 쓰려고 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

분을 통계학을 전혀 모르는 수준에서(제1장은 기본적인 연구 방법부터 가르친다) 다층모형에 

관한 전문가 수준으로(제19장) 이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담은 책이라면 수백만 페이지

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과장이지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초보자에서 대학원 수

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이 책은 여러분의 이두박근을 키우는 

데도 아주 좋다.

• 멍청한 얼굴들: 이 책에서 멍청한 얼굴들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중 일부는 내 사진이

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교육적 기능에 관해서는 잠시 후의 ‘이 책의 사용법’에서 좀 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용한 기능이 없더라도 이들은 보기에 좋다.

• 예제 자료: 이 책의 부록 웹사이트에는 약 100개의 자료 파일이 있다. 통계학 책에 예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책의 자료에는 다른 책보다 정액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말 그대로 정액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는 여러분의 판

단에 맡기겠다.

• 내 인생 이야기: 각 장은 내 인생의 연대순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난다. 이것이 통계학 공

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과 장 사이에 잠시 쉬어가는 용도로는 좋을 것이다.

• R 팁: R은 가끔 괴상한 일을 한다. 각 장에는 R과 관련된 팁과 힌트, 주의사항을 담은 

글상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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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 학생들이 시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책의 상업적 성공

을 포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장 여기저기에 ‘자가진단’의 형태로 시험 문제들을 마

구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자가진단 문항들은 조금 전에 배운 것을 시험하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여러 장 전에 읽은 기법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해야 하는 어려운 문

제까지 다양하다. 모든 자가진단 질문의 답이 부록 웹사이트에 있다. 이 자가진단 문항

들을, 독자의 진도를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다른 책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도 있다.

• 분석 결과 보고 지침: 각 장에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지침이 있다. 학문 분

야마다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요령이 조금씩 다른데, 나는 심리학자이므로 이 지침들은 

주로 심리학의 관례를 반영한다. 그렇긴 해도, 이 지침들이 적어도 여러분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은 하리라고 본다.

• 용어집: 용어집 작성은 마치 진공청소기를 내 눈에 대고 뇌를 빨아들이는 것만큼이나 고

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우리 집에 와서 진공청소기 안을 조사하면 내 뇌를 발견할 것이다.

• 실세계 자료: 학생들은 ‘진짜 자료’를 다루고 싶어 한다. 문제는, 실제 연구는 상당히 지

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정말로 환상적인(내 생각에는) 주제에 

관한 연구들을 찾아내서는, 해당 저자들을 추적해서 자료를 받아냈다. 모든 장에는 실

제 연구 사례가 나온다.

맺으며

나는 이 책의 SPSS 버전에 내 인생의 최근 13년을 말 그대로 소모했으며, 이 R 버전에는 최근 

6개월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는 텅 빈 껍질만 남은 상태에서 이 문장을 입력하고 있다. 사람들

이 R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책이 잘 팔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리라고

(그러니까, 꼭 이 책이 잘 팔린다는 것이 아니라, R을 많이들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쓰면서 R

에 대해 배울수록 R이 더 좋아졌다.

 이 책(의 여러 버전)은 내 성인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 책의 저술은 애초에 내가 좋

아서 한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이 책이 완벽하지는 않으며, 나는 아직도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 즉 독자 여러분의 피드백(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을 받고 싶다.

●● 연락처: http://www.discoveringstatistics.com/html/email.html

●● 트위터: @ProfAndyField

●● 블로그: https://www.discoveringstatistics.com/category/blog/
앤디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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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이 책의 사용법’이라는 섹션을 쓰라고 했을 때 나는 “주름살 제거 크림 큰 병 하나(책

을 읽는 동안 노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를 사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앞표지를 열고 책을 읽다가,  

뒤표지에 도달하면 멈춘다”라는 문장을 생각했다. 그러나 출판사는 그보다는 더 쓸모 있는 글

을 원했다.

필요한 배경지식은?

본질적으로 나는 여러분이 통계학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컴퓨

터 활용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가정한다(예를 들어 이 책에서 컴퓨터를 켜고 끄는 법까지 가르치지는 

않는다). 또한, 아주 기본적인 수학 지식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한다(제1장 직전에 아주 기본적인 개

념을 요약해 두었으니, 사실상 독자의 수학 지식에 관해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진도를 나갈수록 어려워지는가?

그렇기도 하고(다변량분산분석에 관한 제16장은 제1장보다 어렵다), 그렇지 않기도 하다(비모수적 통

계량들에 관한 제15장은 제14장보다 덜 복잡하고, t 검정에 관한 제9장은 로지스틱 회귀에 관한 제8장보

다 덜 복잡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장들을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통하는(적어도 내가 보기에

는) 순서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통계학 책 중에는 여러 검정을 개별적으로 다룰 뿐, 그들 사이

의 유사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책들이 많다. 그런 구성은 불필요한 궁금증을 

유발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검정은 그냥 같은 것을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점을 독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장들을 배치했다. 이 때문에 나

는 회귀분석을 비교적 일찍 설명하는 등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회귀는 거의 모든 것의 기초이므로, 

나는 그러한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

 내용의 난이도를 독자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절(section)의 제목에 다음과 같은 아이

이 책의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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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들로 난이도를 표시해 두었다. 이 아이콘들은 내용의 난이도를 나타낼 뿐, 어려운 내용을 

그냥 건너뛰어도 좋다는 표시는 아니다(단, 잠시 후의 ‘똑똑한 알렉스’ 항목을 참고할 것). 주어진 절

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할 것인지 짐

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 절의 아이콘은 나의 강의 경험에 기초한 것

이므로, 모든 독자에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특히, 나라마다 교육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①  이 아이콘은 ‘수준 1’을 뜻한다. 나는 이것을 영국의 학부 1학년 수준으로 간주했다. 이 

아이콘이 표시된 절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이 아이콘은 ‘수준 2’를 뜻하며, 영국의 학부 2학년을 상정한 것이다. 내가 2학년생들에

게 가르친 주제들에 해당하며, 따라서 통계학의 기본 지식을 갖춘 독자라면 누구나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학년에게도 꽤 어려운 절들도 있다. 어쨌거나, 이 아이콘

은 중간 수준의 내용을 담은 절들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③  꽤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는 ‘수준 3’에 해당한다. 학부 3학년(영국 학부의 최고학년)과 대

학원 1년 차 정도면 이 절들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④  이 책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아주 어려운 주제들에 해당한다. 학부생이나 대학원 1

년 차는 이 표시가 있는 절들을 이해하기가 꽤 어렵겠지만, 연구 방법에 관한 지식이 어

느 정도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

빈혈남 브라이언: 브라이언의 임무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질문을 던지고는 완전히 어리

둥절한 표정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인 내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단, 브라이언이 머리숱이 더 많다). 진도가 나가면서 브라이언은 점점 더 

의기소침해진다. 어쩌면 독자도 그럴 것이다.

호기심 고양이: 이 녀석도 종종 나타나서 질문을 던진다(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니까). 이 고

양이가 등장하는 유일한 이유는 고양이(가능하면 내가 키우는 고양이와 비슷하게 생긴)를 

내 책에 집어넣고 싶어서이다. 물론, 교육 전문가들은 이 고양이에 특별한 임무가 필요

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 고양이의 임무는 귀엽게 보이는 것, 그리고 고양이와 관련된 재

미 없는 농담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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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식 샘: 샘(사만다)은 통계학을 싫어한다. 사실 그녀는 통계학이 지루한 시간 낭비라

고 생각한다. 그저 시험을 통과해서 정규분포에 관해 알아야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려

도 될 날을 기대할 뿐이다. 그래서 샘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요점을 정리해 준다. 샘처

럼 시험 준비가 주된 목적인 독자라면, 수백 페이지를 읽을 필요 없이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샘이 고마울 것이다.

초천재 제인: 제인은 전 우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심지어 똑똑한 알렉스도 제인 옆

에 있으면 조금 바보 같아 보일 정도이다). 그녀가 그토록 똑똑한 이유는 통계학자들의 뇌를 

훔쳐서 모두 먹었기 때문이다. 땀에 전 민소매 셔츠 맛이 나는데도 제인은 뇌를 좋아한

다. 최고의 통계학자 몇 명의 뇌를 먹어 치운 덕분에 그녀는 아주 어려운 것들도 다 알

고 있으며, 그래서 종종 나타나서 본문의 내용과 어느 정도 관련된 고급 주제를 설명한

다. (제인이 내 뇌를 먹으려 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는 나의 통계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험복 레니: 레니는 막 경력을 시작한 젊은 과학자로, 실제 연구에 관심이 많다. 그는 

“앤디, 내가 뱀장어를 변비 치료에 사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긴 

하지만, 이 책의 예제들은 자네가 모두 지어낸 거야. 진짜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진짜 

연구 사례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라고 말하곤 한다. 레니는 실제 자료에 대한 인정받

지 못하는 임무를 안고 외로운 데이터 전사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대학교에 

나타나서 학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학자의 가족을 납치해서는 만일 실제 자료를 내

놓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재들로 가득한 욕조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했다. 순한 가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재들도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학자의 가족들이 

온몸이 따끔해졌다고만 말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어쨌거나, 레니가 등장할 때마다 실제 

연구에서 나온 진짜 자료를 분석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만 기억하면 될 것이다. 진짜로.

올리버 트위스티드: 유명한 소설 속 런던 부랑아처럼(무단 도용과 관련해서 찰스 디킨스에게 

사죄한다), 이 책의 올리버도 항상 “선생님, 그거 더...”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올리버 

트위스트와는 달리 이 책의 올리버 ‘트위스티드(Twisted)’가 더 원하는 것은 항상 통계학 

지식이다. 사실 통계학 지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멀건 죽으로 연명하는 더

럽고 조금 냄새나는 어린 소년을 실망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올리버가 요청할 때마다 

나는 그에게 약간의 지식을 나누어 준다. 올리버 트위스티드가 등장하면 여러분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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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있는 추가 정보에 관해 알게 될 것이다(부끄러워하지 말고 보충자료를 내려받아

서 따뜻한 지식의 독액 욕조에 빠져들기 바란다).

R의 영혼: 통계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R을 좋아하는 사

람은 더 큰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R과 통계학의 은밀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이 많아지면서, 지옥에 망자의 영혼들이 넘치게 되었다. 그러자 악마는 그 영혼들을 통

계적 방법의 악한 기운으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악마에게는 R의 즐거움에 굴복한 영

혼들을 모을 대리자가 필요했다. 그 대리자가 통계적 좀비의 영혼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영혼들은 그에게 유용한 팁을 요구했고, 대리자는 그러한 팁들을 모아서 마치 사악한 

병균을 보유한 딱정벌레들을 뿌리듯이 그 팁들을 이 책의 여기저기에 배치했다. 악마가 

염소의 엉덩이를 때리느라 바쁠 때 대리자가 이 책에 등장해서 R의 활용에 관한 조언

과 힌트를 제공한다.

똑똑한 알렉스: 알렉스는 본문의 내용이 아주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이다. 꽤 똑똑한 녀석인 알렉스의 얼굴이 보이면, 뭔가 어려운 내용이 본문에 등장했다

고 짐작하면 될 것이다. 단, 알렉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아주 쉽다고 가

정해서는 안 된다. 알렉스는 그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모두 읽는 것보다 더 나은 

할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좋다는 점을 알려줄 뿐이다. 즉, 책을 읽다가 똑

똑한 알렉스의 얼굴이 보인다면 그 절을 통째로 건너뛰어도 된다. 그래도 그다음 내용

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알렉스는 각 장의 끝에도 등장하는데, 이때는 여

러분이 알렉스 자신만큼이나 똑똑한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공한다.

부록 웹사이트에는 무엇이 있나?

이 다운로드의 시대에 부록 CD-ROM은 패자들을 위한 것이므로(‘아이들’ 말로는 그렇다), 나는 

여러 추가 자료를 월드 와이드 웹인가 뭔가 하는 것에 올려 두었다. 이런 방식에는 (1) 책이 약

간 더 가벼워진다는 것과 (2) CD-ROM의 용량 제한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비록, 그 모든 것을 담기 위해 원서 출판사 세이지가 새 서버를 사야 했지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나의 즐거운 세상에 입장하려면 www.sagepub.co.uk/dsur로 오기 바란다.

 주어진 문단에 관련한 보충자료가 웹사이트에 있다는 점은 올리버 트위스티드 군이 알려

준다. 올리버의 얼굴이 나타난다면, 이는 웹사이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또는, 꼭 필요하지는 않

더라도 도움이 되는) 보충자료가 있다는 뜻이다. 웹사이트에는 학생과 강사 모두를 위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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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료가 있다.

• 자료 파일: 이 책의 예제들을 따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 파일이 부록 웹사이트에 있

다. 이렇게 자료 파일들을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이지가 

자신의 책을 더 사게 만드는 잠재의식 메시지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 R 스크립트 파일: 이 책의 모든 R 명령을 인쇄해서 모두 이어 붙이면 독거미 성운

(Tarantula Nebula; 아주 무서운 곳으로 들리는데, 실제로 이런 성운이 있다)에 닿을 정도이다. 그 

모든 명령을 여러분이 직접 입력한다면 아마 손가락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위해 나는 이 책의 모든 R 명령을 담은 스크립트 파일들을 부록 웹사이트에 올

려 두었다(자가진단과 알렉스가 준 과제에 관련된 R 명령들도 포함되어 있다).

• 웹캐스트: 원서 출판사는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벌떼

처럼 서점으로 몰려가리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구토를 진정시키는 약을 

사러 약국으로 몰려갈 것 같다. 어쨌거나, 내가 얼마나 소심한지 알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동영상을 시청하기 바란다. 부록 웹사이트에는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주제로 내가 

진행한 강연의 동영상 몇 개가 있다.

• 자가진단용 선다형 문제: 이 책을 읽으며 낭비한 인생만큼의 보람이 있는지, 즉 다음번 

통계학 시험을 보러 갈 때 친구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장별로 분류되어 있다. 혹시라도 통계학 

시험에서 낙제한다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기 바란다.

• 보충자료: 이 책을 빌미로 이미 여러 그루의 나무가 죽었지만, 그래도 판을 거듭하면

서 책은 더 길어지고, 통계학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그래서 나는 거

의 300페이지(정말로 삼백!) 분량의 보충자료를 작성했다. 좀 더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거

나 이 책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이처럼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한 

덕분에 (1) 지구의 환경이 덜 나빠지고, (2) 책장에서 이 책이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져도 

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 해답: 각 장 끝에는 새로 배운 전문지식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일단의 과제가 있다. 또한, 

본문 도중에 여러 자가진단 질문과 실험복 레니의 숙제도 나온다. 그런 문제들을 제대

로 풀었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나는 무려 300페이지 분량(앞에서 말한 보충자료 

300페이지와는 별도로)의 상세한 해답을 작성해서 부록 웹사이트에 올려 두었다. 내게도 

글을 그만 쓰는 날이 올까?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직접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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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강사’라고 부르는 숙련된 초지능 범 차원적 존재들의 팀에 의존한다. 나는 그 강사

들 한 명 한 명을 내 정원의 온실에서 직접 길렀다. 통계학의 즐거움을 세상에 널리 전하

는 그들의 임무를 돕기 위해, 나는 각 장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부록 웹사이트에 올

려 두었다.

• 링크: 모든 웹사이트는 다른 유용한 웹사이트로 가는 링크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 책의 

부록 웹사이트도 예외는 아니다.

• 지식의 사이버웜: 나는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사이버웜(cyberworm)들을 만들어 냈다. 이 

사이버웜들은 네트워크를 타고 여러분의 컴퓨터로 가서 USB 포트로 튀어나와서는 여러

분의 뇌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에는 뉴런들을 재배치해서 여러분이 통계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못 믿겠다면, 부록 웹사이트에 한 번 방문해 보시길!

아무쪼록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빠져서 학습을 게을

리하지는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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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SPSS, SAS, R 버전 모두)은 댄 라이트가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당

시 대학원생이었던 내가 SPSS 버전의 초판을 잘 저술하리라는 과분한 신뢰를 보여주었을 뿐

만 아니라, SPSS 버전 제1, 2, 3판 모두를 읽고 의견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이 R 책의 기초가 

된 SPSS 버전에 수많은 사람이 기여했다. 여기서 그들 모두를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이 원고의 

여러 판에 대해 상당한 양의 피드백을 제공한 데이비드 히친, 로라 머리, 개럿 윌리엄스, 린 슬

로콤, 케이트 레스터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해들리 위컴은 이 R 버전의 그래프 관련 

장에 관해 아주 친절하게 의견을 제공했으며, 그 덕분에 그 장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랜

드 윌콕스는 내가 그의 한 R 함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을 때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친절

하게도 나를 도와준 이분들에게 감사한다.

 이 책에는 실제 연구 논문의 자료가 등장한다. 그 연구 논문들은 모두 내가 매혹적이라고 

느낀 것들이며, 이 책에서 그 연구 논문의 자료를 사용한 것은 나로서는 큰 영광이다. 해당 논

문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다: 하칸 체팅카야, 토머스 차모로-프레무직, 마이크 도미안, 고든 갤

럽, 에릭 라코스, 새러 마질리어, 조프리 밀러, 피터 뮤리스, 로라 니콜스, 아킴 슈에츠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은 기여도 있었다. 내가 가끔 전화를 받지 않는 이

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빼면, 나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종종 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

하곤 하지만) 내 부모님에게 더 바랄 것은 없었다. 그리고 내 경력의 아주 초기에서 그레이엄 홀

은 연구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지루한 일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교육에 관한 

나의 접근 방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좋은 착안들을 모두 훔친다는 것이며, 다행히도 그는 

고상한 성품 덕에 내가 훔쳐 간 것들을 모두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똑똑하고 

재미있으면서 친절함까지 갖춘 보기 드문 사람이다.

 관대하게도 세이지(원서 출판사)의 사람들은 이 책의 저술을 돕는 내 아내에게도 비용을 지

급해 주었다. 편집자 마이크는 내가 생산한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처리해 주었으며(토트넘 팬이

니 그런 일도 감수할 수밖에), 나를 지원하고 이 저술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데 흔들림 없이 노력

했다. 세이지의 지야드와 캐런도 수년간 나를 훌륭하게 지원했으며, 이언을 비롯해 수많은 세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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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직원들이 마법과도 같은 일을 해냈다. 알렉스 리는 내 머릿속의 캐릭터들을 종이 위에 멋

지게 그려 주었다.

 나는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쓴다. 이 R 버전을 쓸 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밴드들

의 노래를 들었다: 1349, Anathema, Behemoth, Blut Aus Nord, Daft Punk, Deathspell 

Omega, Dio, Enslaved, Genesis, Immortal, I, Iron Maiden, Jethro Tull, Liturgy, Manowar, 

Marillion, Mastodon, Metallica, Megadeth, Negura Bunget, Opeth, Rush, Sylosis, Týr, 

W.A.S.P.

 나와 함께 이 책을 저술한 제레미 마일스에게 특별히 크고 푹신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는 이 책의 일부를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뻔한 나의 실수 몇 가지도 지적했다(물론 

이 책 안의 실수를 말한다. 안타깝게도 그의 능력이 나의 일상생활에까지 도달하지는 않는다). 그가 아니

었다면 나는 크게 망신을 당했을 것이다. 또한, 지난 몇 년간 그와 작업하면서 나는 그가 아주 

친절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단, 내 책의 초안을 보고 문자 그대로 ‘불알(bollocks)’ 같다고 말한 점은 

예외이다). 특히, R에 관해 그와 불평 섞인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아주 재미있었다.

 이 모든 정신 나간 저술 과정에는 혼자 몇 시간이고(주로 늦은 밤에) 키보드를 두드리는 활

동이 포함된다. 가끔 어두컴컴한 방에서 나를 끌어내 준 멋진 친구들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헛소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지껄이고 있을 것이다. 인생에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일

깨워준 그레이엄 데이비, 벤 다이슨, 마틴 워츠, 샘 카트라이트-해턴, 마크 프랭클린과 그들

의 사랑스러운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내 드럼 연주 때문에 귀가 먹는 일

을 기꺼이 받아들인 나의 메탈 의형제 더그 마틴과 롭 메팜에게도 영원한 감사를 보낸다(www.

myspace.com/fracturepattern).

 최고는 마지막으로 미루어 두었다. 내 아내 조이에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

지 않을 것이다. 조이는 끝없는 인내심과 사랑, 지원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심지어 남편이 심술 궂

고 수면 부족에 껍질만 남은 쭉정이가 되어가도), 이 책의 부록 웹사이트의 자료를 혼자 다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운 좋은 남자인지를 결코, 단 1나노초도 잊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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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연산자

Σ
시그마라고 부르는 이 기호는 “모두 더한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Σxi

는 그냥 “수집한 

점수들을 모두 더한다”에 해당한다.

Π
이 기호는 “모두 곱한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Πxi

는 “수집한 점수들을 모두 곱한다”에 

해당한다.

x 의 제곱근

그리스 문자 기호

α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

β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

βi 표준화된 회귀계수

χ2 카이제곱 검정통계량

χ2
F 프리드먼의 분산분석 검정통계량

ε 흔히 ‘오차’를 뜻한다.

η2 에타제곱

µ 모집단 평균

ρ 모집단 상관계수

σ2 모집단 분산

σ 모집단 표준편차

σx‾ 평균의 표준오차

τ 켄달의 타우(비모수적 상관계수)

ω2 오메가제곱(효과크기의 한 측도). 이 기호는 또한 ‘너의 대장에 있는 내용물을 즉시 바지로 

몰아내라’라는 뜻이기도 한데, 왜 그런지는 본문을 읽으면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에 쓰인 기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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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 기호

bi 회귀계수(표준화되지 않은)

df 자유도

ei i 번째 개체와 연관된 오차

F F 비(분산분석에 쓰이는 검정통계량)

H 크러스컬-월리스 검정통계량

k 변수의 수준 개수(즉, 처리 조건 개수) 또는 회귀모형의 예측변수 개수

ln 자연로그

MS 평균제곱 오차. 자료의 평균 변이성

N, n, ni

표본 크기. 일반적으로 대문자 N은 전체 표본 크기를 나타내고, 소문자 n은 특정 그룹의 

크기를 나타낸다.

P 확률. 검정의 유의확률(확률값 또는 p 값이라고도 하는)은 흔히 소문자 p로 표기한다.

r 피어슨 상관계수

rs 스피어먼 순위 상관계수

rb 
, rpb 이연 상관계수와 점이연 상관계수

R 다중상관계수

R2 결정계수(모형이 설명하는 변동의 비율)

s2 표본 분산

s 표본 표준편차

SS 제곱합(좀 더 완전한 이름은 오차제곱합)

SSA 변수 A의 제곱합

SSM 모형제곱합(자료에 적합된 모형이 설명하는 변동)

SSR 잔차제곱합(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변동, 즉 모형의 오차)

SST 총제곱합(자료에 존재하는 총 변동)

t 스튜던트 t 검정의 검정통계량

T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의 검정통계량

U 만-위트니 검정의 검정통계량

Ws 샤피로-윌크 검정과 윌콕슨 순위합 검정의 검정통계량

X‾ 또는 x‾ 표본평균(한 표본의 점수들의 평균)

z 자료점을 표준편차 단위로 변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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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수 두 개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 인생에서는 잘못을 두 번 해도 잘한 일이 되지는 않

지만, 수학에서는 된다! 음수에 다른 음수를 곱한 결과는 양수이다. 예를 들어 -2 × -4 

= 8이다.

2 양수에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된다: 양수에 음수를 곱한 결과는 또 다른 음수이다. 예

를 들어 2 × -4 = -8이고 -2 × 6 = -12이다.

3 BODMAS: 이것은 Brackets(괄호), Order(차수), Division(나누기), Multiplication(곱하

기), Addition(더하기), Subtraction(빼기)의 머리글자만 모은 것으로, 수학 연산의 우선순

위를 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연산들은 약자들이 나타내는 순서대로 실행된다(예를 들

어 항상 괄호 안의 것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Order’는 거듭제곱(power)을 말한다. 4의 제곱, 

즉 42을 4의 2차(order 2) 거듭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이다(만일 좀 더 직접적인 단어인 power를 사용했다면 머리글자들은 BPDMAS가 되는데, 이것은 

BODMAS(보드마스)보다 발음하기가 어렵다). 이 BODMAS를 1 + 3 × 52의 계산에 적용해 

보기 바란다. 답은 76이다(100이라고 답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 수식에는 괄호가 없으므

로, 가장 먼저 계산할 것은 거듭제곱 항인 52이다. 이것은 25이므로 수식은 1 + 3 × 25

가 된다. 그다음 순서는 곱하기이므로, 3 × 25 = 75를 계산한다. 이제 수식은 1 + 75가 

된다. 남은 수학 연산은 더하기 하나뿐이므로 그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인 답인 76이 나온

다. 만일 원래의 수식이 (1 + 3) × 52였다면 답은 100이다. 이 경우에는 괄호를 제일 먼

저 처리해야 한다. (1 + 3) = 4이므로 수식은 4 × 52이다. 그다음 순서는 거듭제곱이므

로, 수식은 4 × 25 = 100이 된다.

4 www.bbc.co.uk/schools/gcsebitesize/maths는 기본적인 수학 공식이나 개념을 복습하

기에 좋은 사이트이다.

기본적인 수학 상식



xxxiii베타리더 후기

  곽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심리측정연구센터)

앤디 필드의 책은 통계학의 초, 중급 도서로 최고입니다. 자세한 설명, 재미있는 예제, 여러 가

지 팁과 이슈들에 대한 명쾌한 설명 등 통계분석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도서

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로 쓰인 이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베타리딩 내

내 즐거웠습니다.

  김수지 (미시간주립대학교)

기본 통계부터 고급 통계까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통계 기법을 실행하고 해석하는 모

든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내용이 방대해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

리겠지만, 항상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 특유의 유머까지 잘 번역되어 있어서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김원일 (줌인터넷)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통계학의 기본을 넓고 깊은 새로운 시각으로 한 권에 모두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론에 대한 원리와 이해 없이 단순히 데이터 분석 툴(R, Python)에 데이터 포맷을 

라이브러리 함수에 끼워 맞추듯 분석을 진행해 왔다면, 이 책을 통해 분석 방법론, 모델의 가

정과 검정, 해석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온수영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통계를 꼭 배워야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앤디 필드는 자신

을 기꺼이 제물 삼아 본인의 괴짜 같은 이야기와 공학 개그 레시피로 우리 머릿속에 R을 활용

한 통계학을 스리슬쩍 집어넣습니다. 책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R 괴짜가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공학 개그는 덤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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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셉 (지나가던 IT인)

믿을 수 없을 만큼 유머러스한 통계학 교과서입니다. 통계학 입문부터 상당한 수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볼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번역에도 공이 많이 들어갔고, 철

저한 이론 설명과 예제, 그리고 소소한 재미와 웃음을 자아내는 연습문제가 인상적입니다.

  장성만(Incowiz)

이 책은 많은 수학적 배경 지식이 없어도 통계의 기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단계별 

학습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제 데이터가 제공되므로 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책

을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테스트를 통해 통계의 개념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장윤하 (안랩)

방대한 분량이지만(또한, 지루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통계학이지만), 심리학자가 쓴 이 책은 통

찰력과 위트가 넘치고, 번역의 품질도 훌륭하여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제의 

특성상 수많은 가상 실험과 실험 결과 데이터가 사용되는데, 두뇌를 자극하는(많은 대학의 강의

에서 교재로 사용되는데 웃겨서 강의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절묘한) 예제들

이 통계학 개념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문식 (쏘카)

앤디 필드 특유의 유머와 실용적인 접근과 깊이가 잘 어우러진 책입니다. 어떤 책들은 읽다 보

면 ‘그래서 어떻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곳곳에서 여러 가상의 인물이 같은 질문을 

해 줘서 참 좋았습니다. 정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정욱재 (서울시립대학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꽤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어쩌면 황당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서 다양한 개념을 설명하므로 R과 통계학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거리낌 

없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좋은 책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훌륭한 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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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혁 (디플러스)

통계를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알려줍니다. 거기다 R까지 알려줍니다. R을 좀 써

봤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보면서 새로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R 관련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결괏값 해석에도 충실할 뿐 아니라, 장별로 배웠던 함수, 통계 내용을 

정리하여 책을 참고로 사용하는 데도 대단히 유용합니다. 또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편집이 

돋보입니다.

  정유리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초보자를 위한 책입니다. 통계의 기초부터 예제 코드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서술되어 있습니

다. 기초를 탄탄히 쌓을 수 있는 책임은 물론이고, 저자가 독자와 이야기하듯 서술하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C H A P T E R

1.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그림 1.1 커서 통계학 강사만은 되지 말거라.

1.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나(저자 앤디 필드)는 1973년 6월 21일에 태어났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나는 인생의 처음 몇 년

간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나는 5초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부모님

을 발광 단계로 몰아갔다. “아빠, 하늘은 왜 파래?”, “아빠,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등등. 원

래 아이들은 세상을 궁금해한다. 세 살 때 친구 오베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간 기억이 있다(때는 

아직 오베가 영국을 떠나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기 전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떠나서 나는 아주 슬펐다). 날

은 더웠고, 방에는 선풍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 말했듯이 아이들은 원래부터 과

학자이고, 내 작은 과학적 두뇌는 특히나 절박하다고 느껴지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였다. 답은 바로 ‘아프다, 그것도 몹시 아프다’였음이 

밝혀졌다.1 요지는 이런 것이다: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나의 궁금증은 그 후로도 사그라지지 

1　1970년대에는 바보 같은 세 살배기가 날개에 손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보호망이 선풍기에 없었다.

1
사악한 강사가 통계학을 
억지로 가르치려는 이유



CHAPTER 1 사악한 강사가 통계학을 억지로 가르치려는 이유2

않았고, 그것이 내가 과학자가 된 이유이자 통계학을 억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는 사악한 

강사가 된 이유이다.

 여러분 역시 호기심으로 가득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새롭고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얻고 싶

어 할 것이므로,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새롭고 흥미로운 질문들에 답하려면 통계학이 필

요하다. 통계학은 회전하는 선풍기 날개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 몹시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한다. 이번 장에서

는 통계학이 연구 수행의 중요한 부분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애초에 연구를 왜 수행하는

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연구 과정을 개괄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론을 만들어 내는 방법과 그

런 이론을 검증(검정)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나머지 내용을 읽고 싶은 마

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번 장에는 코카콜라를 마시면 정말로 정자가 죽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1.2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독자에게 ①

자신이 왜 이 책을 샀는지 의아해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림들이 예뻐서일 수도 

있고, 웨이트트레이닝에 꽂혀서일 수도 있고(이 책은 무겁다),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 뭔가에 손

이 닿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이 책은 두껍다). 사실 힘들게 번 돈으로 통계학 책을 살 것이냐 아

니면 뭔가 좀 더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냐(재미있는 소설책을 사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등등)를 선택

하게 되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책을 샀다

(또는, 1천 페이지가량의 교재를 스캔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올린 PDF 파일을 불법으로 내려

받았을 수도 있겠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통계학 수업을 들어야 하거나, 어떤 연구를 수행 중이

거나, 자료(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업이나 연구의 초기에는 

통계학에 관해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막상 닥쳐 보니 마치 빅토리아 시대

의 하수도를 목까지 잠겨서 통과하는 기분으로 불가사의한 자료 분석에 고생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곤란에 처한 이유는 애초에 여러분이 호기심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

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심리학), 문화에 따라 행동 방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인류학),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경영),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고생물학), 토마토를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약학, 생물학),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물리학, 화학), 지

구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을까, 어떤 지역이 더 뜨거워졌을까(지리학, 환경 연구) 등등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것이다. 주제가 어떤 것이든, 그것을 연구 또는 공부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질

문에 답하고 싶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많으며,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1.2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독자에게 ① 3

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 

있다. 두 가지란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려면 자료

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악한 강사가 억지로 통계학을 가르치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수

치(numbers)에 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치는 자료의 한 형태이고, 연구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알아야 한다. 물론 수치가 아닌 자료로도 이론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다. 수치는 양

적 연구 방법(quantitative method; 정량적 방법)이 관여하는 연구에 쓰인다. 물론, 언어(대화, 잡지 기

사, 방송 매체 등)를 분석해서 이론을 만들고 검증할 수도 있다. 그런 연구에는 질적 연구 방법

(qualitative method; 정성적 방법)이 관여하는데, 이 책에서는 질적 방법을 다루지 않는다. 사람들

은 어떤 연구 방법이 최고인지에 대해 상당히 열을 올리곤 하는데, 사실 좀 실없는 일이다. 왜

냐하면, 두 연구 방법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접근방식들이며, 이 세상에는 

열을 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긴 하지만, 모든 질적 연구는 쓰레기이다.2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 1.2에 개략적인 

연구 과정이 나와 있다. 우선은 이해하고 싶은 관측(observation; 관찰)으

로 시작한다. 그러한 관측은 일화(逸話)적(anecdotal)인 것일 수도 있고(이

를테면, TV에 새가 나오면 고양이가 화면을 보지만 해파리가 나오면 보지 않는

다),3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이를테면 여러 고양이 소유자가 TV

에 관한 고양이의 습성을 기록한 일기를 확보했는데, 거기서 TV에 새가 나오면 고

양이가 화면에 집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런 다음에는 초기 관측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으로부터 뭔가를 예측해서 가설을 만든다. 이제부터 자료가 등장한다. 예측을 검증하

려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몇 가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그러자면 측정할 수 있는 대

상들을 식별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자료를 분석한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애초의 이론을 지

지할 수도 있지만, 이론과 달라 이론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료 수집 및 분석 과

정과 이론 생성은 연결되어 있다. 이론은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이어지고, 자료 수집과 분석은 

이론의 검증 또는 수정으로 이어진다. 이번 장은 이러한 연구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2　 물론 농담이다. 나는 이 문장을 포함할 것인지 오랫동안 고심했는데, 왜냐하면 나의 다른 여러 농담처럼 이 농담이 전혀 웃기지 않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악한 질적 연구자 무리가 나를 잡아서는 내 내장을 내게 먹이지는 않을까 두렵기

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 농담이 재미있으며, 비록 채식주의자이긴 하지만 내 내장은 아주 맛이 좋을 거라고 확신한다.

3　실제로 우리 집 고양이는 TV에 새가 나오면 TV로 올라가서 화면을 본다.

연구,  

어떻게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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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과정

가설 생성

이론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초기 관측
(연구 질문)

이론 생성

자료 분석

변수 식별

변수 측정

•자료 그래프 작성
•모형 적합

자료

1.3 초기 관측: 설명이 필요한 뭔가를 찾기 ①

그림 1.2에서 첫 단계는 답이 필요한 질문을 떠올리는 것이다. 나는 TV에 나오는 리얼리티 쇼

들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매년 〈빅 브라더〉(Big Brother)라는 프로에 빠

지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항상 다음 참가자의 정신이 무너지길 기다리면서 TV 앞을 떠나지 못

한다(나는 심리학자이므로 사실 이는 연구의 일환이다. 정말로). 이 방송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질

문 하나는, 아주 불쾌한 성격(자기애성 인격 장애임이 틀림없다4)을 가진 참가자가 왜 매년 저렇게 

많이 등장하는가이다. 이런 활동으로부터 수많은 과학적 노력이 시작된다. 물론 〈빅 브라더〉를 

시청하는 활동이 아니라, 세상의 뭔가를 관찰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것으로

부터 말이다.

 세상에 관한 우발적인 관측(이를테면 〈빅 브라더〉 참가자들은 대체로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 있다)

이 생겼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관측이 참임을(단순히 편견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변수(variable; 또는 변인)를 정해서 측정해야 한다. 

지금 예에는 변수가 하나인데, 바로 참가자의 성격이다. 성격적 특징들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

4　 자기애성 인격 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NPD)의 주요 특징은 자만심, 오만함, 타인에 대한 공감 결여, 타인에 대한 질

투 및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는 믿음, 자신의 지능이나 외모에 대한 과도한 환상, 과도한 칭찬에 대한 요구, 타인의 이용 등이다

(이 외에도 여러 특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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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잘 확립된 설문지들을 참가자에게 제공한다면 이 변수를 측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설

문을 시행해서 참가자의 75%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하

다. 그러한 자료는 〈빅 브라더〉의 참가자 다수가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애초의 관측을 

지지한다.

1.4 이론 생성 및 검증 ①

그런 자료가 나왔다면, 그 자료를 설명해 보려 하는 것이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그림 1.2). 한 

가지 설명은,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빅 브라더〉의 오디

션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이론(theory)이다. 또는, 〈빅 브라더〉의 제

작자들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덜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참가자로 뽑을 수도 있다. 이 역시 하나의 이론이다. 원래의 관찰을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했듯

이, 이 이론들 역시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해서 검증할 수 있다.

 이 두 이론으로부터 두 가지 예측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 이론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디션에 지원한 사람 중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일반 대중(전체 인구) 중 그

런 사람의 비율(약 1%)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론에서 이끌어 낸 예측을 가설(hypothesis)이

라고 부른다(초천재 제인 1.1 글상자 참고). 일단의 임상 심리학자가 〈빅 브라더〉 오디션에 참가한 모

든 사람을 면담해서 자기애성 인격 장애 여부를 진단한다면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빅 브라더〉의 참가자 선택단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뽑는다는 둘째 이론

으로부터는, 오디션에 지원한 사람 중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의 비율보다 선택된 참가자 중 그

런 장애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역시 하나의 가설이다. 이

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두 수집했다고 가정하자. 표 1.1에 그러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오디션에 지원한 사람은 총 7,662명이다. 첫 가설은 오디션 지원자 중 자기애성 인격 장애

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일반 대중 중 그런 사람의 비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표를 보면, 오디션 

지원자 7,662명 중 그런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은 854명이다. 이는 약 11%(854/7662 

3 100)인데, 일반 대중의 성격 장애 비율인 1%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자료는 가설 1을 지지

한다. 둘째 가설로 넘어가서, 실제로 〈빅 브라더〉 참가자 선택단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했는지 살펴보자. 표를 보면, 참가자 12명 중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9명이

다(무려 75%). 만일 선택단이 편향되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참가자의 11%만 그런 장애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참가자들에 성격 장애가 있다는 초기의 관찰은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 관찰을 설명하는 이론들 역시 구체적인 가설들을 자료로 검증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이처럼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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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빅 브라더〉 오디션에 지원한 사람의 수를 자기애성 인격 장애 여부와 방송 참가자 선택 여부로 분할한 표

장애 없음 장애 있음 전체

선택 3 9 12

탈락 6805 845 7650

전체 6808 854 7662

초천재 제인 1.1

의미 있는 가설과 무의미한 가설 ①

좋은 이론으로는 세계의 상태에 관한 진술(statement; 명제)

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 관한 진술은 좋은 것이

다. 우리는 그런 진술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며, 미래에 영

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 최근 그러한 진술의 한 예가 지

구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며, 인류 사

회의 특정 활동들 때문에 그런 온난화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그런 활동들을 바꿀 수 있게

(그리고 바라건대 재앙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진술 중에

는 과학을 이용해서 검증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과학적 진

술은 실험적 증거와 비교해서 검증할 수 있는 진술이고, 비

과학적 진술은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진술이다. 예를 들

어 “2007년 런던에서 열린 레드 제플린 재결합 콘서트는 사

상 최고의 공연이었다”나5 “린트 초콜릿은 최고의 음식이

다”, “이 책은 세계 최악의 통계학 책이다” 같은 진술은 모두 

비과학적이다. 이들은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다. 반

면 과학적 진술은 실험으로 확인하거나 반증할 수 있다. “미

국 TV 드라마 〈Curb Your Enthusiasm〉을 시청하면 행복

해진다”나 “섹스를 하면 신경 전달물질 도파민의 수준이 증

가한다” 같은 진술들은 모두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다(관련 

변수들을 정량화, 측정할 수 있다고 할 때). 비과학적 진술을 조

금 고치면 과학적 진술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비틀즈

는 영향력이 가장 큰 밴드였다”는 비과학적이지만(‘영향력’은 

그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도 정량화할 수 없으므로), 말을 조금 

바꾸어서 “비틀즈는 음반 판매량이 가장 많은 밴드였다”라

고 하면 과학적 진술이 된다(전세계 음반 판매 기록을 수집해서 

분석하면 비틀즈가 실제로 다른 음악가보다 음반을 더 많이 팔았는

지 알아낼 수 있다). 유명한 과학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

는 비과학적 진술은 무의미하며 과학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고 믿었다. 따라서, 좋은 이론으로는 과학적 진술에 해당하

는 가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5   이론들과 관측들이 자료를 잘 지지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아마 만면에 미소를 띄고 사

무실 의자에 거드름을 피고 앉아 있을 것이다. 또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학계에서 은

퇴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대한 미스테리 하나를 해결해서 흥분된 나의 두뇌는 또 

다른 미스테리로 주의를 돌릴 가능성이 더 크다. 몇 시간(사실은 며칠) 동안 집에 틀어 박혀서 

〈빅 브라더〉를 보면서 나는 또 다른 심오한 관찰로 개가를 올렸다. 그 관찰이란, 성격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이, 명백한 성격적 결함이 있음에도, 시청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이 게임

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집(촬영 장소)으로 들어온다는 점이다.6 따라서 이에 관한 나의 

5　실제로 대단히 멋진 공연이긴 했다.

6　 영국판 〈빅 브라더〉에서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은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나는 인류가 착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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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은, 만일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승리할 것 같냐고 묻는다면, 성격 장애 참가자들은 그렇다

고 대답할 것이라는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그냥 “〈빅 브라더〉 경쟁에서 당신이 이길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서 참가자들

의 성공 예상을 측정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했다고 상상해 보자. 성격 장애가 있는 참가자 9명 

중 7명이 자신이 승리한다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내 관측은 확인된 것이다. 다음 단계는 관

측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만든 이론은, 이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성격 장애

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가설 하나는, 만일 이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냐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참가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서 자료를 수집했더니, 7명 모

두 자신의 성격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대답했다고 하자. 그러한 자료는 내 이론과는 모순

된다. 이처럼 가설이나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켜 반증(falsification)이라고 부른다.

 〈빅 브라더〉 참가자 중에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그리고 자신이 이길 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만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

해 보자. (1)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2) 또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

할 가치가 많다고 생각한다. (3)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이 ‘특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가 연구는 내 이론을 더욱 반증한다. 만일 그런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

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성격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긴 힘들다. 정리하자면, 이는 

내 이론이 엉터리라는 뜻이다. 내 이론은 자료 전부를 설명하지 못하며, 추가적인 자료는 내 

이론에서 이끌어낸 예측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내 이론은 다른 연구 결과도 설명하지 못한

다. 이쯤 되면 나는 내 지적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급기야는 통계학자로

서의 경력을 망쳤음을(이미 망한 경력이지만) 한탄하며 눈물바다에 빠져 있는 나를 누군가가 책

상에서 끌어낼 것이다.

 이때, 내 맞수인 과학자 페스터 잉그판트-슈타인*이 내 이론과 경쟁하는 이론을 들고 등장

한다. 그의 새 이론의 요지는, 성격 장애 참가자가 자신에게 성격 장애가 있음을(또는, 적어도 

자신의 성격이 독특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특별한 성격을 다른 사

앤디

빅 브라더 참가자들 

이상하지 않냥?

*역주　 원문은 Fester Ingpant-Stain으로, 곪은 상처(fester)과 잉크 자국(ink stain)을 연상케 한다(어쩌면, 저자가 의도한 것은 바지 속의 

얼룩(in-pants stain)일 수도 있다). 물론 저자가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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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좋게 인식한다는(달리 말하면 자신의 성격 덕분에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

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모형으로부터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만일 성격 장애 참가자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

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을 과대평가할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페스터 잉그판트-슈타인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 그는 일기 

작성실에7 들어온 각 참가자에게 다른 모든 참가자의 성격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

으며, 또한 그 설문지를 다른 모든 참가자 각각의 관점에서 작성하게 했다. (즉, 참가자는 모든 사

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가를 추측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믿는지에 관한 측정 자료가 생겼다.) 그러한 자료로부터 잉그판트-슈타인은 성격 장애가 있는 참가

자들이 실제로 자신에 대한 다른 방송 참가자들의 시각을 과대평가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반면 성격 장애가 없는 참가자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

했다.

 나로서는 좀 짜증 나는 일이지만, 이러한 자료는 성격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

격이 독특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다고 믿는다는 경쟁 이론을 지지한다. 페스터 잉그판트-슈타인의 이론은 상당히 훌륭하다. 그 

이론은 초기 관측들을 설명하며, 다른 여러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이 전체 과정의(그리고 내 

경력의) 최종 결론은, 우리는 세상의 상태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세상의 상태에 관한 진술은 이런 것이다: “성격 장애가 있는 〈빅 브라

더〉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격적 특징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과대평가한다.”

자가진단

✓✓ 이번 절의 내용에 기초해서, 과학적 이론이 가져야 할 속성을 나열하라.

1.5 자료 수집 1: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①

앞에서 보았듯이, 이론을 검증하려면 자료 수집이 필수이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음 두 가지

를 결정해야 한다: (1)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2)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번 절에서는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본다.

7　일기 작성실은 방송 참가자가 〈빅 브라더〉에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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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변수 ①

1.5.1.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①

가설을 검증하려면 변수를 측정해야 한다. 변수(variable)란 변할 수 있는, 또는 상황에 따라 다

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른 어떤 것(이를테면 IQ, 습성)일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 다르거

나(이를테면 실업률) 시간에 따라 다른 것일 수도 있다(이를테면 기분, 수익, 암세포 수 등). 대부분

의 가설은 두 가지 변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시된(가설이 제시하는) 원인이고 다른 하

나는 제시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효과적인 살정제이다”라는8 과학적 진술을 생

각해 보자. 이때 제시된 원인은 코카콜라이고 제시된 결과는 죽은 정자이다. 원인과 효과 둘 

다 변수이다. 원인이 변수인 것은 여러 종류의 음료수를 원인으로 둘 수 있기 때문이고, 결과

가 변수인 것은 음료수마다 죽인 정자의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진술을 검증할 때 

관건은 그 두 변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원인으로 제시된 변수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런 변수의 값

이 다른 변수들에 종속되지(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효과)로 제시된 변수를 종속

변수(dependent variable)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런 변수가 원인(독립변수)에 종속되기(의존하기) 때

문이다. 이런 용어들은 원인을 실험자가 실제로 조작(manipulation)*하는(§1.6.2에서 보게 될 것이

다) 실험적 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반면 횡단면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그 어떤 변수도 조작

하지 않으며,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연구에서는 변

수의 독립과 종속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어떤 면으로 보면 모든 변수가 종속변수이기 때

문이다. 어쩌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라는 용어를 아예 폐기하고, 예측변수(predictor variable)와 

결과변수(outcome variable; 또는 출현변수)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러한 용어

들은 인과관계를 함의하지 않고도 하나 이상의 변수를 이용해서 다른 변수들을 예측할 수 있

는 횡단면연구에 특히나 잘 맞는다.

8　 실제로, 성교 후 코카콜라 한 병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인 피임법이라는 도시 전설이 오래전부터 떠돌아다녔다. 믿기 힘들지

만, 이 가설을 실제로 검증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코카콜라가 정자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영향은 

코카콜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다이어트 코크가 효과가 가장 크다(Umpierre, Hill, & Anderson, 1985). 그렇긴 하지만, 피임 방

법으로서의 코크 관장은 효과적이지 않다.

*역주　 이 책에서 조작은 진짜가 아닌 것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고치는 부정적인 의미의 造作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다루고 처리한

다는 중립적인 의미의 操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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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측정 수준 ①

지금까지의 예들에서 보았듯이, 변수는 형태와 복잡도가 다양하다. 측정 대상과 그 측정 대상

이 나타내는 수치 사이의 관계를 측정 수준(level of measurement)이라고 부른다. 변수들은 크게 

범주형변수와 연속변수로 나뉘며, 두 부류 안에서 측정 수준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인 종류로 

나뉜다.

 범주형변수(categorical variable)는 범주들로 구성된다. 범주형변수의 좋은 예가 생물학적 종

(種)이다. 하나의 생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 고양이나 과일박쥐일 수 있지만, 고양이이자 박쥐

일 수는 없다. 박쥐이자 사람인 배트맨은 존재하지 않으며(환상을 가진 독자들도 있겠지만), 캣우

먼도 없다(딱 붙는 비닐 옷을 입는다고 해도). 간단히 말해서 범주형변수는 서로 구별되는 개체를 

지칭하는 변수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예를 들어 남성 또는 여성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것

을 지칭하는 변수이다. 그런 변수를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 또는 이진변수(binary variable)

라고 부른다. 이분변수의 또 다른 예는 살아 있음 또는 죽었음, 임신 또는 비임신, 질문에 대한 

답 “예” 또는 “아니요”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범주가 두 개뿐이며, 주어진 하나의 개체를 두 

범주 중 하나에만 둘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대상들에 같은 이름(또는 번호)을 부여하되, 그런 이름

들이 두 가지보다 많다면 그것은 명목변수(nominal variable)라고 부르는 범주형변수에 해당한다. 

변수의 값이 이름들이라면, 변수로 산술 계산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양이에 사람을 곱한다

고 해서 ‘사양이’나 ‘고람이’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범주들에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부여하는 때

주요 용어 몇 가지

다음은 연구 과정에서 만나게 될 변수 관련 주요 용어 몇 가지이다.

• 독립변수: 어떤 효과의 원인이 된다고 간주되는 변수. 실험적 연구에서 실험자가 조작하는 변수를 

흔히 이렇게 부른다.

•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되는 변수. 이 변수는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하

면 된다.

• 예측변수: 결과변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변수. 기본적으로 이것은 독립변수와 같은 말이

다(단.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내 생각에는 그냥 예측변수와 결과변수라는 용어만 사용하면 사는 

게 편해질 것 같다).

• 결과변수: 예측변수의 변화에 대한 함수로서의 변수, 다시 말해 예측변수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변수이다. 이것을 ‘종속변수’의 동의어로 생각하면 사는 게 편해질 것이다.

주입식 샘의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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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예를 들어 럭비 팀 선수들의 등 번호가 그러한 예이다. 럭비에서 등 번호는 특정 포지

션을 나타낸다. 플라이하프(fly-half; 이를테면 영국 국가대표 조니 윌킨슨)는 항상 10번을 달고,9 후

커(hooker; 스크럼 맨 앞에 있는 험상궂은 선수)는 항상 2번이다. 이 번호는 단지 그 선수가 플레이

하는 포지션을 나타낼 뿐이다. 셔츠에 10과 1 대신 FH와 H를 달아도 같은 효과가 날 것이다. 

10번 선수가 1번 선수보다 반드시 낫다는 보장은 없다(대부분의 럭비팀 감독은 플라이하프를 스크

럼 선두에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번호로 산술 계산을 하는 것은 이름으로 산술 계산을 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 10번 선수는 페널티 킥을 차는데, 조니 윌킨슨(10번 선수)이 다쳤다고 

해서 영국팀 감독이 4번 선수가 6번 선수를 업고(4 + 6) 페널티 킥을 차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명목형 자료(이름들로 이루어진 자료)의 유일한 활용 방법은 그 도수(빈도)를 고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번 선수가 트라이(try)로 점수를 딴 횟수를 4번 선수의 그런 횟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초천재 제인 1.2

자기보고 자료 ①

자기보고 자료(self-report data) 중에는 순서자료(ordinal data)

인 것이 많다. 인기 프로 〈엑스 팩터〉(X Factor)의 심사위원 

두 명에게 빌리의 노래를 10점 만점 척도의 점수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빌리에게 10점을 준 심사위원이 2

점을 준 심사위원보다 빌리의 재능을 더 많이 인정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첫 심사위원이 둘째 심사위원보다 빌리의 

재능을 다섯 배로 인정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두 

심사위원 모두 8점을 주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두 사람

이 빌리의 재능을 동일하게 인정한 것일까? 아마도 아닐 것

이다. 그들의 점수는 단지 재능을 구성하는 무언가(노래 실

력? 쇼맨십? 춤 실력?)에 관한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할 것이

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어떤 주관적인 사항(이를테면 

어떤 제품에 대한 선호도, 복약지도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항상 그런 평가 자료를 순서자료로 간

주해야 마땅하다(그렇게 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많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범주형변수들은 모두 특별한 순서가 없는 범주들(이를테면 정자를 죽이는 

코카콜라의 여러 제품 등)을 다룬다. 그러나 범주들에 순서가 있을 때도 있다(예를 들어 코카콜

라의 농도를 달리해서 정자를 죽이는 실험을 한다면, 농도로 순서를 매길 수 있다). 순서 있는 범주들

을 나타내는 범주형변수를 순서변수(ordinal variable)라고 부른다. 그런 변수에 담는 순서자료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어떤 순서로 발생했는지도 말해준

다. 그러나 순서 자료는 값들 사이의 차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엑스 팩터〉

는 가수 지망생들이 음반 녹음 계약 권리를 두고 경쟁하는 프로로, 전 세계에서 방영되고 있

다. 아주 인기 있는 이 방송 프로는 어쩌면(비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구 사회가 고된 노력보다

는 ‘운’에 더 가치를 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평가에, 수년간 악기를 배우고 나

9　반면 NFL 미식축구에서는 쿼터백이 1에서 19 사이의 임의의 번호를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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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그림 3.1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맛있는 벽지?

3.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다섯 살 때쯤 나는 어린이집을 나와서(그 무엇을 옷 밖으로 꺼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 것

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형이 이미 다니고 있긴 했지만, 학교 가는 게 아주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그 학교에는 어린이집 친구가 하나도 없었으며, 나는 처음 보는 어린애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 교실에 도착하니 실제로 무서운 애들 천지였다. 6년간 모래성을 지으면서 

보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선생님이 내게 모래밭에서 놀자고 말했다. 내 머

리를 묻을 만큼 높게 모래 더미를 쌓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데 한 소년이 와서 모래 장난에 

참여했다. 조너선 랜드라는 아이였는데, 정말 좋은 애였다.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그는 내 새 절

친이 되었다(다섯 살짜리들은 변덕이 심하다...). 그리고 학교가 좋아졌다. 새로운 환경에 처하는 

R 환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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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제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무서운 새 환경인 R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R이라는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일상의 환경에서 지내는 것보다 덜 즐거울 때가 많

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분석하려면 R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장의 목적은 

여러분을 다섯 살짜리 조너선과 함께 모래밭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 나는 여러분에

게 새로운 집을 소개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안심시킬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장에서 R을 작동하는 방법과 R의 주요 창들(콘솔 창, 편집기 창, 그래픽/Quartz 창)을 살펴본다. 또

한, 변수와 자료 집합(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자료를 도입, 조작하는 방법도 살펴본다.

3.2 시작하기 전에 ①

R은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자유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R은 소위 ‘오픈소스(open source)’인

데, 이는 R을 개발한 사람들이 누구나 R의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뜻이다(자

사 소프트웨어의 기반 코드를 방어적으로 숨기는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오픈소스 

철학 덕분에 그 누구라도 소프트웨어에 기여할 수 있다. 세상 모든 곳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에 자신의 코드를 추가하면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동적으로 확장된다. R은 월드와이드웹

의 모든 장점을 체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2.1 R의 구조 ①

본질적으로 R은 꽤 많은 기능을 가진 기본 패키지 하나로 존재한다. 일단 R을 내려받아서 여

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나면 그 즉시 자료 분석과 그래프 작성을 어느 정도는 실행할 수 있

다. 그러나 R의 매력은 프로그램에 특정 기능을 추가해 주는 패키지(package)라고 하는 것을 내

려받아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과 시간,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

들이 사용할 패키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한 패키지들은 CRAN(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이라는 중앙 저장소에 R 소프트웨어 자체와 함께 저장되어 있다. 일단 CRAN에 저장

된 패키지는 인터넷에 연결된 누구라도 내려받아서 자신의 R 설치본에 설치할 수 있다. 기본적

으로 R은,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료 분석 도구를 만들자는 목표에 기

여하는 전 세계의 바보스러울 정도로 이타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가족이다. 이는 

평화와 사랑, 인간애로 이루어진 비틀즈의 유토피아적 전망을 통계학적으로 체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p들에게 기회를 주자!”이다.*

*역주　원문은 “Give ps a chance”로, 존 레논의 노래 “Give peace a chance(평화에 기회를 주자)”와 발음이 같다.



3.2 시작하기 전에 ① 81

 CRAN은 R 활용의 중심이다. R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론이고 설치하고 싶은 그 어떤 패키

지도 CRAN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날 CRAN이 폭파되거나 사이버 도마뱀들이 

CRAN을 먹어치운다면 난감할 것이다. 그러면 통계학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사이버 도마

뱀들이 궐기해서 인터넷을 장악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CRAN은 바쁜 곳이다. 그래서 

CRAN을 한 장소에 두고 모두가 거기에 접속하게 하는 대신, 관계자들은 CRAN을 여러 장소

에 ‘미러링(mirroring)’한다. ‘미러링’이란 간단히 말해서 CRAN의 동일한 버전, 즉 ‘미러(거울)’들

을 전 세계 여러 장소에 분산시키는 것이다. 나는 영국에 살고 있으므로 영국에 있는 CRAN 

복사본에 접근하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독자는 독자의 나라(또는 가장 가까운 나라)의 CRAN 

복사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처럼 큰 나라에는 CRAN 복사본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

다. 어쨌든 핵심은, 여러분이 있는 곳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CRAN 복사본을 사용

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러들

여러분의 컴퓨터 CRAN

기여자들

그림 3.2  사용자들은 근처의 CRAN을 통해서 R과 패키지(전 세계의 통계학자들이 제공한)를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설치한다.

 그림 3.2는 이상의 설명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의 중심에는 CRAN, 즉 기본 R 소프트웨

어와 수백 가지 패키지들이 저장된 장소가 있다. 전 세계의 똑똑한 기여자들이 새 패키지를 작

성하고 CRAN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한다. CRAN 자체는 세계 여러 곳에 미러링

된다(간단히 말해서 여러 개의 복사본이 전 세계로 분산된다). R의 사용자는 근처의 CRAN에서 소프 

트웨어 자체를 내려받아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패키지들도 CRAN에서 내려받아서 설치한다.

 소프트웨어로 뭔가를 하기 위해 ‘패키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이미 수많은 프로그램이 그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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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동한다(단지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예를 들어 통계 패키지 SPSS에는 기

본 버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추가 모듈(이를테면 부트스트래핑 모듈, 고급 통계 모듈, 정확검정 모듈 

등)이 있다. 그런 모듈들을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특정 옵션들을 사용하지 못한다. SPSS가 이

처럼 모듈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마 학생들이 SPSS를 학교에서

만 사용하고, 학교에서 이미 모듈들을 모두 구매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슷하게, Microsoft의 

Excel에서도 특정 기능을 사용하려면 자료 분석 확장기능을 불러와야 한다. 이처럼 모듈식 시

스템은 R만의 특징이 아니다. 모듈식 시스템은 엄청나게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통계 

기법이 개발되면 기여자들이 그에 재빠르게 반응해서 R을 위한 패키지를 작성한다. 상용 제품 

개발자가 새 기법을 자신의 제품에 추가하는 데에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3.2.2 R의 장단점 ①

R의 주된 장점은 공짜라는 점과 다재다능하고 동적인 환경이라는 점이다. 오픈소스 정책을 

따른다는 점과 통계학자들이 패키지를 CRAN에 올릴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상용 제품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가능해진다. 또한 R은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며, 자료 분석의 새로운 

발전에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R은 극히 강력한 도구가 

된다.

 R의 단점은 주로 사용 편의성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R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가 아니라 명령행(command line)에서 작동한다. 쉬운 말로 풀자면, 어떤 일을 할 때 마우

스로 뭔가를 가리키고 클릭하거나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런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리고 다소 ‘구식’으로 느껴지겠지만, 비교적 

단순한 일들을 수행해 보면서 일단 익숙해지기만 하면, R의 명령 입력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

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3.2.3 R을 내려받고 설치하기 ①

R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우선 프로젝트 웹사이트(http://www.R-project.org/)로 가

야 한다. 그림 3.3에 설치 파일을 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다. 주 프로젝트 페이지의 왼쪽에서 

‘CRAN’이라는 링크를 클릭한다. 이전 절에서 말했듯이 CRAN은 여러 개의 복사본이 세계 곳

곳에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CRAN’이라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CRAN 사이트로 가는 것

이 아니라, 여러 ‘미러’ 사이트들이 있는 목록으로 가게 된다. 그 목록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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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러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그림에서는 내가 사는 곳에 가까이 있는 http://www.stats.bris.

ac.uk/R/을 선택했다). 미러 사이트로 가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플랫폼(Linux나 MacOS, 윈도우)을 

묻는 웹 페이지가 나온다. 거기서 원하는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이 책은 대부분의 독자가 윈

도우 아니면 MacOS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3.3 R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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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R for Windows’ 링크를 클릭하면 여러 링크가 있는 또 다른 페이지로 가게 된

다. 거기서 ‘base’ 링크를 클릭하면 설치 프로그램들의 링크가 있는 웹 페이지가 나온다. 거기서 

‘Download R 2.12.2 for Windows’를1 클릭하면 드디어 R 설치 프로그램 파일의 다운로드가 

시작된다. 파일을 다 내려받았다면 더블클릭해서 실행한다. 그러면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다를 바 없는 익숙한 설치 과정이 진행된다.

 ‘Download R for (Mac) OS X’ 링크를 클릭하면 설치 패키지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 페이지

로 바로 가게 된다. 거기서 ‘R-2.12.2.pkg’(앞의 버전 번호 관련 주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링크를 클릭

하면 설치 패키지 파일의 다운로드가 시작된다. 다 내려받은 후 그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보통

의 MacOS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시작된다.

3.2.4 R의 버전들 ①

이 글을 쓰는 현재 R의 최신 버전은 2.12.2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자주 갱신되므로, 독자

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더 최신의 버전이 나왔을 것이다. 버전 번호는 주번호.부번호.패치번호의 형

태이다. 예를 들어 2.12.2는 주 버전 번호가 2, 부 버전 번호가 12, 패치 번호가 2라는 뜻이다. 

패치 번호는 상당히 자주 변하는데, 이는 패치가 주로 사소한 버그 수정을 반영한 것이기 때

문이다(예를 들어 버전 2.12.3은 비교적 빨리 나올 것이며, 소프트웨어를 크게 바꾸기보

다는 단지 버그를 수정하거나 사소하게 수정할 뿐일 가능성이 크다). 부 버전은 그보다

는 덜 자주 나온다(대략 6개월마다). 부 버전 역시 버그 수정 모음과 소프트웨어

가 최적으로 실행되게 하는 부차적인 유지보수로 구성된다. 주 버전은 상당히 

드물게 나온다(버전 1에서 버전 2로의 전환은 2006년에 있었다). 그런 만큼, 사소한 

버그 수정을 제외할 때, 여러분이 버전 2.12.2 이후의 버전을 사용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을 공부하는 데는 차이가 없어야 하며, 실제로 없을 

것이다. 버전에 관한 최상의 조언은 가끔 업데이트하되 버전을 너무 신경 쓸 필

요는 없다는 것이다. 인생에는 신경 써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1　 이 글을 쓰는 현재 R의 최신 버전은 2.12.2지만, 독자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버전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운로드 링

크에 ‘2.12.2’가 아닌 버전 번호가 있어도 놀라지 말기 바란다. 단지 버전이 다른 것일 뿐이니, 해당 버전을 내려받아서 설치하면  

된다.

이 책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R의 버전이 몇이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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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 시작하기 ①

설치된 R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윈도우라면 시작 메뉴(화면 왼쪽 아래의 커다란 윈도우 

아이콘)를 열고 ‘모든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R’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클릭하고 R 아이콘을 클

릭하면 된다(그림 3.4).* MacOS에서는 ‘Applications’ 폴더로 가서 R 아이콘이 나올 때까지 아래

로 스크롤한 후 클릭한다(그림 3.4).

3.3.1 R의 주요 창들 ①

R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은 세 개이다. 주된 창을 콘솔(console; 그림 3.4)이라고 부른다. 이 창

에서 R의 명령을 입력하면 명령이 실행되고 그 결과가 표시된다(간단히 말해서 자료 분석 결과가 

*역주　 구체적인 방법은 윈도우의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윈도우 10에서는 시작 메뉴에서 R을 찾지 못할 수 있다. 그냥 바탕화면

에 있는 R 아이콘을 사용하거나, 바탕화면에 R 아이콘이 없다면 ‘윈도우 검색(작업 표시줄의 윈도우 아이콘 옆 돋보기 아이콘)’에서 

R을 검색한 후 시작 화면에 고정하거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그림 3.4 R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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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에 나온다). 명령들을 콘솔에 직접 입력해서 실행하는 대신, 편집기(editor)라고 부르는 창에

서 따로 작성해서 실행할 수도 있다. 편집기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명령을 하나의 파일에 저장

했다가 나중에 재활용할(이를테면 분석을 다시 실행하거나, 서로 다른 자료에 대해 비슷한 분석을 실행

하기 위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대체로 콘솔에 직접 명령을 입력하는 것보다 이 방법을 

더 선호하는데, 지금 하는 일을 언제라도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명령들을 계속 저장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분석을 

실행할 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R 명령들의 저장소(repository)가 만들어진다. 물론 어떤 방식

을 선호하는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이나 그래프를 생성하

고 싶을 때는 그래픽 창(graphics window)을 사용한다(MacOS에서는 이 창의 이름이 Quartz(쿼츠)

이다).

3.3.2 R의 메뉴들 ①

R을 실행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에 있는 것과 비슷한 메뉴 표시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림 

3.4에 콘솔 창과 그에 연관된 메뉴 표시줄이 나와 있다. 윈도우용 R과 MacOS용 R에는 다소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후의 두 절에서 각 버전을 살펴보겠다. 일단 지금은, 프로그램 상

단에 여러 메뉴 항목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이를테면  ). 마우스로 커서를 

움직여서 원하는 메뉴 항목 위에 놓고 마우스의 주 버튼(보통은 왼쪽 버튼)을 한 번 눌렀다 떼면

(이를 클릭이라고 부른다) 해당 메뉴 항목이 실행된다. 주 메뉴의 메뉴 항목을 클릭하면 좀 더 세

부적인 메뉴 항목들이 있는 목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목록에서 하나의 세부 

메뉴 항목을 클릭하면 흔히 개별적인 창이 나타나는데, 그런 창을 대화상자라고 부른다. 이제

부터 특정 메뉴 항목을 지칭할 때는 그 항목에 도달하는 경로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명시하겠

다. 예를 들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주 메뉴의 파일 항목을 클릭한 후 거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는 것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R의 윈도우 버전과 MacOS 버전을 살펴보기 전에, 그 두 버전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음을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R 명령은 윈도우와 MacOS에서 동일하게 작동한

다. 이 책에서 윈도우 버전과 MacOS 버전의 차이는 다음 두 절에만 나타날 뿐, 이후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애초에 이 책의 내용을 따라 하는 데 문제가 되는 차이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

다. 이 책에 MacOS 버전의 화면이 나온다고 해도 윈도우를 사용하는 독자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임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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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윈도우용 R ①

윈도우용 R에서 메뉴 항목들은* 현재 어떤 창이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표 3.1은 

주 메뉴의 항목들을 개괄한 것이다. 특정 메뉴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현재 활성화된 창

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그래픽 창이나 편집기 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파일 메뉴는 그 창

에 담긴 그래픽이나 텍스트를 저장, 복사, 인쇄하는 항목들만 표시하지만, 콘솔 창이 활성화되

어 있으면 더 많은 항목이 나온다. 대부분의 메뉴 항목은 키보드 단축키로도 실행할 수 있다

(R의 영혼의 조언 3.1 참고).

*역주　 윈도우용 R의 버전에 따라서는 메뉴 항목 이름과 단축키 지원 여부가 이번 절에 나온 것들과 조금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

은 역자 홈페이지(역자의 글에 주소가 있다)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3.1 윈도우용 R의 메뉴 개괄

메뉴 콘솔 편집기 그래픽

파일: 이 메뉴는 파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작업공간 

(§3.4 참고)이나 스크립트, 그래프를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된 

파일을 열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이 메뉴는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 

메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

✓ ✓ ✓

편집: 이 메뉴는 잘라내기, 붙여넣기 같은 편집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이 메뉴를 통해서 콘솔을 비우거나(즉, 콘솔 창의 모든 텍스트를 삭제), 
기본적인 자료 편집기를 띄우거나, GUI의 외관을 바꿀 수도 있다(예를 

들어 콘솔 창은 기본적으로 흰 바탕에 검은색 글자를 표시하지만, 

배경색과 글자색 모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

보기: 이 메뉴로는 특정 도구 모음(프로그램 창 상단의 아이콘들)의 표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창 하단의 상태 표시줄(특별히 

흥미로운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표시 여부도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이 메뉴로는 진행 중인 계산을 멈추거나(그냥 ESC 키를 누르는 게 

더 빠르긴 하지만), 작업 환경의 모든 객체(현재 세션에서 생성된 객체들; 
§3.4를 보라)를 나열하거나, 단어나 파일 이름을 R이 자동으로 완성 

해주는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다(기본은 활성화).

✓

패키지: 이 메뉴는 패키지들을 적재, 설치, 갱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또한, 기본 CRAN 미러를 설정하는(그러면 항상 그 

장소로 가게 된다) 기능도 제공한다.

✓ ✓

창: 여러 개의 창을 띄워 놓은 경우, 이 메뉴를 통해서 창들의 배치 방식 

을 변경할 수 있다.
✓ ✓ ✓

도움말: 온라인 도움말(자주 묻는 질문 목록이나 여러 R 웹페이지들로의 

링크가 있다)과 오프라인 도움말(설명서 PDF, 시스템 도움말 파일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도움이 되는 메뉴이다.

✓ ✓

크기변경: 그래픽 창에 나온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정 크기로 고정하거나,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창에 맞게 확대·축소 

하거나(창 크기에 맞추기), 종횡비를 유지하지 않고 창에 맞게 확대·축소 

할(R 모드)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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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그림 5.1 가장 작은 뇌를 뽑는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

5.1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 ①

초등학교에서 글을 배우면서 나는 유명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들을 읽곤 했

다. 특히 나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좋아했다. 주인공은 크고 못생긴 회색 오리인데, 너무

나 못생겨서 개가 물지도 않을 정도였다. 이 불쌍한 오리를 다른 오리들이 놀리고, 따돌리고, 

쪼아댔다. 어느날, 견디다 못한 그는 고귀한 새들인 백조들이 모인 곳으로 갔다. 너무나 못생긴 

자신을 보면 백조들이 자신을 죽여버릴 것이고, 그러면 이 고생도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

다. 그러나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못생긴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로 성

장했음을 알게 되었다. 자료도 그와 비슷하다. 종종 너무 크고 칙칙하며 못생긴, 그리고 필요

한 정보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료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자료를 욕하고 비

자료에 관한 가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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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하고 쪼아대면서, 멀리 날아가서 백조에게 죽어 버리길 바라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

신 자료를 아름다운 백조로 변모시킬 수도 있다. 그것이 이번 장의 주제이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자료 집합이 얼마나 미운 오리 새끼 같은지 평가하고, 그것을 백조로 변모시키

는 방법을 살펴본다. 단, 백조가 여러분의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1

5.2 가정이란 무엇인가? ①

학자 중에는 가정(assumption)이란 것이 그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다소 지루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동료 심리학자들에

게 통계적 가정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은 눈썹을 올리고 ‘이런 이런, 철 좀 

들어라’라는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그냥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다. 그러나 가정을 진지하게 여기는 게 바람직한 이유가 있다. 내가 친구

를 만나러 친구 집에 갔다고 상상해 보자. 친구 집 앞에 도착했는데 불

이 켜져 있으니 친구가 집이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나는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하며,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끔찍한 

인간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얼마나 합리적일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경

험에는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실(즉,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이 존재하며, 

나는 그 현실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친구 집으로 가서, 그가 집에 있음을 알았고, 초인종을 눌렀지

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사실은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고(친구 고르는 눈이 그리 좋지 않아서) 상

상해 보자. 그렇다면 내 결론은 틀린 것이다. 내 자료에서 왜 틀린 결론이 나왔을까? 답은 간

단하다. 나는 친구의 초인종이 잘 작동한다고 가정했고, 그 가정에서는 내 자료로부터 이끌어

낸 결론(친구가 초인종 소리를 들었지만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시했다는)이 옳았다. 그러나 그 가정

은 옳지 않았다. 친구 집의 초인종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나는 

현실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예는 항상 가정을(그리고 초인종도) 점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초인종 이야기과 친구, 그리고 내 친목 생활 이야기는 그만 하자. 요점은, 가정이 깨지면 현

실에 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계적 모형마다 가정이 다르며, 

만일 모형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그 모형의 가정들이 참이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특히나 보편적인 가정 몇 가지를 살펴본다. 이번 장에서 이들을 잘 배워두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런 가정들과 마주쳤을 때 너끈히 베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단, 일부 검정(test)들에

1　물론 이는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뜻이다(특히 여러분의 뼈가 약하다면). 백조는 본성이 순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이 왜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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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치 머리가 두 개이고, 불을 뿜고, 녹색 비늘로 뒤덮인 괴물 같은 독특한 가정들이 존재함

을 주의하기 바란다. 그런 가정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튀어 나와서 우리를 산 

채로 삼켜버린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편적인 가정들을 살펴보자.

5.3 모수적 자료의 가정들 ①

이 책에서 설명하는 통계적 절차 중에는 정규분포(§1.7.4)에 기초한 모수적  

검정(parametric test; 또는 파라미터적 검정)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다. 모수

적 검정이란 통계학자들이 밝혀낸 무수히 많은 분포 중 하나를 따르는 

자료를 요구하는 검정인데, 그 자료는 반드시 특정한 가정들을 만족하는 

모수적 자료이어야 한다. 모수적 자료가 아닌 자료를 모수적 검정에 사

용하면 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떤 통계적 판정이 적

합한지 결정하려면 먼저 관련 가정들부터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책 전반에서 가정

과 그 확인에 관한 나의 강박증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규분포에 기초한 모수적 검

정들은 대부분 검정의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 할 네 가지 기본 가정을 두고 있다. 가

정을 확인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가정이 만족하는지를 제대로 판정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래서 나는 이번 장을 여러분이 모수적 가정의 세계를 나를 따

라 한 걸음씩 탐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금은 가정이 그리 재미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가정을 잘 공부해 두면 커다란 이득이 생길 수 있다. 한 예로, 지도교수나 강

사가 쓴 논문들에서 위반된 검정 가정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그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그들이 평생 구축해 온 이론의 통계적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 게

다가 그들은 여러분에게 반박하지도 못한다.2 물론 여러분의 눈을 뽑아버릴 수는 있겠다. 어쨌

거나, 모수적 검정의 네 가지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분포의 정규성: 이는 까다롭고 오해하기 쉬운 가정이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장의 대부분을 이 가정의 논의에 할애한다. 간단히 말하면, 가

설 검정에 깔린 논리는 뭔가(표집분포일 때도 있고 모형의 오차일 때도 있다)가 정규분포를 따

른다는 점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가정이 위반되면 가설 검정에 깔린 논리에 결함이 생

긴다(이런 원리들은 제1장과 제2장에서 살펴보았다).

2　 Ph.D. 학위를 준비하던 시절, 통계학 강사는 나를 포함한 수강생들에게 출판된 논문 몇 편을 골라서 통계적 방법을 비판하라는 과

제를 주었다. 나는 내 지도교수의 논문 중 하나를 택해서 자료 분석의 모든 측면을 샅샅이 점검했다(당시 나는 그런 일에 대단히 현학

적이었다). 내 지도교수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복도를 걸어와서는 자신이 내가 제출한 보고서의 2차 채점자라고 선언했을 때(물론 나

는 그 사실을 몰랐다) 내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상상해 보라. 다행히 그는 유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좋은 점수를 주었다.

모수적 자료의  

가정들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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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의 동질성(homogeneity): 이 가정은 자료 전반에서 분산(variance)들이 동일하다는 뜻이

다. 실험 참가자(피험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설계에서 이 가정은 그러한 표본들이 

분산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상관연구에서 이 가정은 한 변수의 분

산이 다른 변수의 모든 수준에서 안정적이라는 뜻이다(§5.7 참고).

3 구간 자료: 자료가 적어도 구간 수준에서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 가정은 상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 더 논의하지는 않겠다(단, 구간 자료가 무엇인지 잘 기억이 나

지 않는다면 §1.5.1.2를 다시 보기 바란다).

4 독립성: 정규분포 가정처럼 이 가정도 어떤 검정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

진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서로 다른 참가자들의 자료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즉, 한 참

가자의 행동이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반복측정 설계

(참가자들을 둘 이상의 실험 조건에서 측정하는)에서는 한 참가자에 대한 여러 실험 조건들의 

점수들이 의존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서로 다른 참가자들 사이의 행동은 독립적이

어야 한다. 한 예로, 폴과 줄리라는 두 참가자에게 특정한 사진을 제시하고 그 사진을 이

전에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하자. 만일 주어진 사진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를 

폴과 줄리가 서로 의논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둘의 답변은 독립적이지 않다. 줄리의 응답

이 폴의 응답에 의존적일 수 있으므로, 독립성 가정이 깨진다. 만일 폴과 줄리가 의논하

지 못하게 한다면(이를테면 서로 다른 방으로 분리해서) 그들의 응답은 독립적이다(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 경우 줄리의 응답은 폴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

편, 회귀를 사용할 때 이 가정은 상관관계가 없는 회귀모형의 오차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7장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

따라서, 이번 장은 자료의 정규분포성, 줄여서 정규성(normality) 가정과 분산의 동질성 가정에 

초점을 둔다.

5.4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R 패키지 ①

자료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패키지로는 car, ggplot2(그래프용), pastecs(기술통계학용), psych가 

있다. 만일 여러분이 R Commander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Rcmdr 패키지도 설치해야 

한다(§3.6 참고). 이 패키지들이 여러분의 R 환경에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명령들로 

설치하면 된다.

install.packages(“car”); install.packages(“ggplot2”);

install.packages(“pastecs”); install.packages(“ps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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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끝났다면, 다음 명령들로 패키지들을 불러온다.

library(car); library(ggplot2); library(pastecs); library(psych); library(Rcmdr)

5.5 정규성 가정 ①

정규분포는 제1장에서 배웠으므로, 정규분포가 무엇이고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이 가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냥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라

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여러 통계적 검정(이를테면 t 검정)에서는 

표집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포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

다. 즉, 표집분포가 어떤 형태이고 정규분포와 부합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러나 중심극한정리(§2.5.1)에 의하면, 만일 표본 자료가 대략 정규분포이면 표집분포도 정규분

포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본 자료가 정규분포인지 확인함으로써 이 가정을 

확인하려 한다. 만일 표본 자료가 정규분포이면 작은 축하 파티를 열고는 표집분포도 정규분

포라고 가정해 버린다(이는 사실상 문제이다). 그런데 중심극한정리에 의하면, 만일 표본이 크면 

수집한 자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표집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또한, 30 이상의 

표본들에서는 모집단 분포와는 무관하게 표집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

다). 그래서 표본이 클수록 표집분포가 정규분포라는 확신도 커진다(그러나 초천재 제인 글상자 

5.1을 보라).

 정규성 가정은 회귀를 사용하는(또는, 일반선형모형을 사용하는)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제7장

에서 보겠지만, 일반선형모형은 모형의 오차(기본적으로는 §2.4.2에서 본 이탈도)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두 경우 모두, 정규성을 점검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것이 이번 절에서 이 가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이다. 정규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자료의 형태를 눈으로 보고 확

인할 수도 있고, 분포의 특정 측면들(기울어짐과 뾰족함 등)을 수량화하고 그것들을 정규분포의 

해당 수치들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5.5.1 지겨운 도수분포의 재등장: 눈으로 정규성 확인하기 ①

§1.7.1에서 보았듯이, 도수분포는 분포의 형태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수단이다. §4.4.8.에서는 

도수분포 그래프를 실제로 작성해서 화면에 띄우는 방법도 배웠다. 따라서 여러분은 도수분포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수단을 모두 갖추었다. 그럼 제

4장의 다운로드 페스티벌의 예로 돌아가자. 그 예에서 한 생물학자가 3일간 다운로드 페스티



CHAPTER 5 자료에 관한 가정216

벌 관객들의 위생 상태를 표준화된 기법으로 측정했다. 위생 상태의 최하점은 0(스컹크의 항문 

속에서 썩고 있는 시체 같은 냄새)이고 최고점은 4(화창한 봄날의 달콤한 장미 향)이다. 해당 자료 파

일을 부록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상치가 제거된 버전(DownloadFestival(No Out 

lier).dat)을 사용해야 함을 주의하기 바란다(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4.4.8을 다시 읽어 볼 것.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래프가 이 책에 나온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자가진단

✓✓ 제4장에서 배운 것을 이용해서 3일간의 다운로드 페스티벌 위생 점

수 자료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라.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geom_

histogram() 대신 geom_histogram(aes(y = ..density..)를 사용할 것.)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 자료의 분포를 눈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히스토그램과 

비교할 정규분포 그래프도 만들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둘을 같은 그래프에 표시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ggplot2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우선 자료를 데이터프레임에 적재한다.

dlf <- read.delim(“DownloadFestival(No Outlier).dat”, header=TRUE)

그런 다음 그래프 객체를 생성하고 위생 점수 자료의 히스토그램을 추가한 후 화면에 표시한다.

hist.day1 <- ggplot(dlf, aes(day1)) + theme(legend.position = “none”) + geom_
histogram(aes(y = ..density..), colour = “black”, fill = “white”) + labs(x = 
“Hygiene score on day 1”, y = “Density”)

hist.day1

 그래프를 만드는 명령을 부분별로 살펴보자.

• ggplot(dlf, aes(day1)): 이것은 R에게 dlf 데이터프레임의 day1 변수를 그리라고 알려준다.

• theme(legend.position = “none”): 이 부분은 그래프의 범례를 표시하지 않게 한다.

• geom_histogram(aes(y=..density..), colour = “black”, fill=”white”): 이 부분은 선을 

검은색으로 그리고 막대 내부를 흰색으로 채우게 한다. 여기서 aes(y=..density..)는 밀

도 그림을(도수분포가 아니라) 그리라는 뜻인데, 이는 잠시 후에 정규분포를 곡선으로 표

시하기 위한 것이다.

• labs(x = “Hygiene score on day 1”, y = “Density”): 이 부분은 x 축과 y 축의 이름표

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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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그래프에 정규분포 곡선(줄여서 정규 곡선)을 표시하는 계층을 추가해보자. 이를 위

해서는 그 곡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ggplot2에 알려주어야 한다. 비교를 위해서는 평균과 표

준편차로 위생 점수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지정해야 한다. 다음은 앞에서 만든 히스토그

램 그래프 객체(hist.day1)에 정규 곡선을 표시하는 새 계층을 추가하는 명령이다. 새 계층은 

stat_function()을 이용해서 정규 곡선을 만들고, 그것을 히스토그램 위에 겹친다.

hist.day1 + stat_function(fun = dnorm, args = list(mean = mean(dlf$day1, na.rm 
= TRUE), sd = sd(dlf$day1, na.rm = TRUE)), colour = “black”, size = 1)

 이 명령의 stat_function()은 dnorm() 함수를 이용해서 정규 곡선을 그린다.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알려진 평균과 표준편차의 정규분포에서 주어진 값에 해당하는 확률(즉, 밀도)을 돌

려준다. 명령의 나머지 부분에서 mean = mean (dlf$day1, na.rm = TRUE)는 그 정규분포

의 평균을 결측값을 모두 제거한 후의 day1 변수의 평균으로 설정하고, sd = sd(dlf$day1, 

na.rm = TRUE)는 그 정규분포의 표준편차를 day1 변수의 표준편차로 설정한다. 또한, 선의 

색과 굵기(너비)를 검은색과 1로 설정한다.3

자가진단

✓✓ day2와 day3에 대한 히스토그램들에 정규 곡선을 추가하라.

 분포가 정규인지 조사할 때는 Q-Q 그림(Q-Q plot; 또는 분위수-분위수 그림)이라고 하는 그래

프도 유용하다(여기서 말하는 분위수(quantile)는 전체 사례 중 특정 값 미만의 사례들이 차지하는 비

율을 뜻한다). 이 그래프는 자료의 누적값들을 특정 분포(지금 예에서는 정규분포)의 누적 확률과 

대조해서 표시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그래프는 자료의 값들에 등급을 매기고 등급순으로 정

렬해서 표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그래프는 각 값과 그 값에 해당하는 정규분포

의 기댓값을 두 좌표 성분으로 사용해서 점으로 찍는다. 따라서, 만일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

른다면 그 점들은 곧은 대각선을 형성한다. 대각선에서 벗어난 점들은 정규분포를 벗어난 자

3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 곡선을 두 단계로 구축한 이유는, 그편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의 명

령으로 그래프를 만들고 싶다면, 다음을 사용하면 된다.

hist.day1 <- ggplot(dlf, aes(day1)) + theme(legend.position = “none”) + geom_histogram 

(aes(y = ..density..), colour = “black”, fill = “white”) + labs(x = “Hygiene score on 
day 1”, y = “Density”) + stat_function(fun = dnorm, args = list(mean = mean(dlf$day1, 
na.rm = TRUE), sd = sd(dlf$day1, na.rm = TRUE)), colour = “black”, size = 1)

hist.da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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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해당한다.

 ggplot2 패키지로 Q-Q 그림을 그릴 때는 다음과 같이 stat_qq()라는 스탯 함수를 사용한

다. 다음 명령을 실행해 보기 바란다.

ggplot(dlf, aes(sample=dlf$day1))+stat_qq()

qqplot.day1

(기본적으로 ggplot2는 주어진 자료와 비교할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종류의  

분포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 

겠다.)

자가진단

✓✓ 변수 day2와 day3에 대한 Q-Q 그림들을 작성하라.

 그림 5.2에 축제 사흘간의 히스토그램들(자가진단 과제에서 그린)과 그에 해당하는 Q-Q 그

림들이 나와 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첫날(day 1)의 자료가 좀 더 건강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는 §4.7.에서 잘못 입력한 자료점을 제거한 덕분이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실제로 분포가 정규

분포에 아주 가깝다. 분포가 거의 대칭이고, 너무 뾰족하거나 평평하지도 않다. 이는 바람직하

다. Q-Q 그림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있는데, 자료점들이 ‘이상적인’ 대각선에 아주 가까이 찍혀 

있다.

 그런데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자료는 그리 대칭적이지 않다. 둘 다 양(positive)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이 점은 Q-Q 그림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대각선에서 벗어난 자료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체로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위생 점수들이 축척의 아래쪽으로 좀 더 몰렸음을 

암시한다. 위생 점수가 낮을수록 더 비위생적인 것이므로, 축제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이 좀 

더 악취를 내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움 또는 비대칭은 다수의 미성년자가 축

제 동안 자신의 위생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끝끝내 고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일회용 물티슈는 

정말로 요긴한 물건이다). 어쨌거나, 모수적 검정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런 기울어진 분포가 문제

가 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분포의 비대칭도(기울어진 정도)와 첨도를 수량화하는 여

러 방법을 살펴본다.



5.5 정규성 가정 ① 219

그림 5.2 다운로드 페스티벌 사흘간 위생 점수들의 히스토그램들(왼쪽)과 Q-Q 그림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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