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학의 정의

통계학이란 무 엇 인 가 ?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자료, data)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해답을 구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가 통계학이다.
통계학을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는 농업, 생명과학, 환경과학, 산업연구, 품질보증,
시장조사 등 매우 많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식은 기업체와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형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구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통계학자의
역할이다.
자료는 어떤 특정한 현상(주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계된 계획된 실험으로부
터 얻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자료, 즉 실험자료는 농업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흔히
있는 것이다. 통계학자들은 이미 얻어진 실험자료를 분석하는데 만 관심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주어진 문제를 실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실험을 계획하는데 관심이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자료가 관측으로부터 얻
어진다. 조사자들은 연구실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조사한다. 이런 예
로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와 같은 전수조사, 여론조사, 교통량조사 등등이 있다. 이
경우 조사방법과 설문지 작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통계학( 統計學, Statistics ) 의 정 의
ü

연구 목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최적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에 의하여 정리 분석하는 학문.
< 통계용어사전, 한국통계학회(1987), 자유아카데미. >

ü

집단 현상을 수량적으로 관찰, 파악하여 통계자료를 처리, 분석하는 방법에 관
한 학문으로, 사회 통계, 이론 통계, 응용 통계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 한국세계대백과사전. >

ü

집단 현상을 수량적 비교를 통해 통계적으로 관찰, 파악, 처리, 분석하는 방법
에 관한 학문.
<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

ü

<사회 통계학> 사회제도로서의 통계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 보통 정부에 의해
작성됨(정부통계라고도 함). 통계의 의의, 통계조사법, 통계제도, 통계체제, 통계
의 역사 등을 연구대상으로 함.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대량관찰, 결과를 수

량적으로 표현.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작성했으므로 사회의 발전단계를
반영. 한계 정부와 국민의 협력과 대항 관계에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통계 작
성자의 의도와 조사 대상자의 논리도 반영됨.
ü

<이론 통계학> 관청통계뿐 아니라 집단 현상에 관한 숫자 데이터를 다루는 방
법을 고찰하는 것 (수리통계라고도 함). 수학적 논리에 그치지 않고 숫자 데이
터의 본질과 그 의의 등을 방법론적으로 음미함. 기술 통계학과 추측통계학으
로 나누어져 있음.

ü

<응용 통계학> 통계학을 여러 다른 학문에 응용한 것을 말함. 주로 의학이나
농생물학, 경 제 · 사회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통계학을 응용함.

ü

통계학 - 이 부분에서 취급하는 문제는 2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제 1 종의 문제는,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특정 짓는 몇가지의 수값
을 산정해서,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가
평균, 산포도 측정, 상관계수의 지수 등 여러 가지 수값에 의하여 자료중에 포
함되어 있는 본질적 내용을 적절하게 유도하는 일이다. 제 2 종의 문제는 손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자료를 모집단이라는 하나의 도수 분포에서 얻어낸 임의의
표본이라고 보고 그 수값에서 모집단의 돗수분포를 특정 짓는 수값을 추계 하
려는 것이다. 이것을 추계론이라 한다.
< 수학대백과, 한국사전연구회. >

ü

통계학이란 통계의 관찰 및 그 분석의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수리 통계학, 응
용 통계학 등.
< 한국어대사전, 정승인 외 7 명. >

ü

관심의 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요약하며 제한된 자료나 정보를 토
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
하여주는 학문.
< 통계학개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