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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not until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at statistics emerged as an indepen-
dent academic discipline. The developments of statistical theory and method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heated controversies among founding fathers. One
of them, controversy on the statistical test between R. A. Fisher and J. Neyman,
E. S. Pearson had been very fierce and long-lasting. On the other hand it wa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at psychologists began to utilize statistical test which
was a hybrid of tests developed by Fisher and Neyman-Pearson. By considering
the history of fields such as psychology, we can se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spe-
cific to the history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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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부터 약 반 세기 전, 영국의 대표적인 통계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M. G. Kendall

(1907–1983)은 통계학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글을 한 편 쓴 바 있다. 그

글에서 그는 이론통계학의 역사를 통틀어 커다란 창조적인 움직임이 세 차례 있었다

고 주장했다. i) 17, 18세기에 인구 자료에 대한 추론에서 시작하여 정치산술 (political

arithmetic)을 창안한 것 ; ii) 19세기에 빈도 분포의 법칙, 그리고 통계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명확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 ; iii) 그리고 20세기 전반기의 수학적 통계학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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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었다[25, p. 182]. Kendall이 말한 20세기 전반기의 수학적 연구란 물론 K. Pear-

son, R. A. Fisher, J. Neyman, E. S. Pearson 등을 대표로 영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에

서 크게 성장한 연구를 일컫는다. Kendall만 20세기 전반기 통계학의 역사에서 수학적

연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Kendall보다 약 한 세대 뒤에 Bradley Efron은 20

세기 전체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글에서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를 수학적 이론의 시대

(theory era)라고 부르고 그 이후를 방법론의 시대 (methodology era)라고 불렀다[8].

사실 20세기가 막 시작될 즈음만 하더라도 통계학은 나름의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학

문 분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17세기 이래 다양한 통계적 방법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었지만 대부분 경제나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에서 제각각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까지 통계학은 일종의‘이론 없는 활용의 시기’를 오래 지

속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 분위기가 크게 바뀐 시기가 바로 20세기 전반기였다. 체

계적인 이론 연구가 이루어지자 통계학은 개별 활용 분야마다에 종속되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대단히 넓은 분야에서 이전과 매우 다른 방식

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시기는 17세기 중반 Graunt의 정치산술, 그리고 Pascal

과 Fermat의 확률 연구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통계학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이론과 응용 모든 면에서 통계학이 급성장한 최초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복잡

해진 20세기 전반기의 통계학사를 간단히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억지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20세기 통계학의 역사가 그 이전의 역사와 달랐던 점을 크게 셋

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통계학은 독립적인 과학의 한 분야가 아니었고 기본적

으로 다른 분야를 위해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리하는 도구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20세

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계학은 이전까지의 주변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학문

세계에서 뚜렷하게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통계학의 여러 갈래 가운데 특히

1920–30년대부터 그러한 변화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수학적 통계학 연구였다.

둘째, 전체 학문 세계에서 통계학의 활용 분야가 19세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

어졌고 그 역할 또한 보조적인 도구의 역할을 넘어 대단히 중요해졌다. 통계학이 천문학

이나 측지학 등의 자연현상을 관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을 했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러한 변화가 두드러졌다.

셋째, 품질관리나 정치 여론조사, 마케팅 조사 등 20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영역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분야에서 통계학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이전과 달랐던 점은

그러한 경향이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군사 분야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20세기 이후의 통계학에

대해 주제별로 혹은 인물별로 다룬 역사 연구들이 나온 바 있다[36, 18, 40]. 그런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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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통계학이 깊이와 폭 모든 측면에서 방대한 규모이다보니 통계학자들이 쓴 그러한

연구들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론적 발달과 그 응용 사이의 관계에 촛점을 두고 살피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20세기 통계학의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처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한다. 즉 수리통계학을 중심으로 통계학이 독립적인

과학의 한 분야로 성장하는 과정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통계학 이론과 방법이 활용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20세기 이전까지 통계학이 다른 분야와 맺었던 관계와 그

이후의 관계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통계학의 연구 주제들 가운데 20세기 전반기의 수리통계학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추정 문제였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회과학 분야들에서는 통계적

추정법보다는 검정법을 주로 이용하는 분야들도 많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범위를 좁혀서 심리학에서 통계적검정을 활용한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과학문들 가운데 심리학은 20세기 전반기에

등장한 분산분석법을 위시한 여러 통계적 검정법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분야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통계학적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분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존해야하는 이러한 작업은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지만, 20세기가 시작된 후 약 반세기 동안 통계학의 역사를

짧게 훑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20세기가 시작되자마자 나온 K. Pearson, W. Gosset 등의 연

구에 이어 통계적 검정법 연구에서 큰 획을 그은 인물은 R. A. Fisher, J. Neyman, E.

S. Pearson 등이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대가들이 20세기 전반기에 수학적으로 통계적

검정을 연구한 역사와, 심리학에서 통계적 검정법을 활용한 역사를 같은 글 안에서 함께

다루는 것은 너무 단순한 주제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오늘날의 통계학 전문가들이 볼

때‘20세기 전반기에 경험적 연구를 했던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통계학의 대가들이 만들

고 수학적 이론으로 뒷받침한 검정 방법을 그대로 빌려다 썼을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알고 보면 통계학 내부적으로 수학적인 이론 연구에 힘입어 독립성이 강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통계학 외부적으로 통계적 방법이 사회과학을 위시한 여러 분야에서 보편적인

과학 연구 방법으로 널리 쓰이게 된 두 가지 과정은, 둘 사이에 그리 큰 시간적 격차가

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 두 과정은 먼저 통계학의 대가들이 획기적인 연구를 내놓

은 다음, 사회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 성과를 각 분야에서 활용하는

식으로 매끄럽게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겠지만 그 과정이 늘 그렇게

진행되지만은 않았다. 20세기 전반기, 특히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의 역사를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 통계학 바깥의 사람들이 통계학적 방법을 자신의 분야에서 활용하면

서 항상 통계학자들이 내놓은 연구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단순히 적용하지만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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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특히 통계적 검정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대적인 통계적 검정법은 K. Pearson과 W. Gosset의 경우를 제

외하고 나면 흔히‘유의성검정 (significance test)’이라고 불리는 Fisher의 검정법과‘가

설검정 (hypotheses test)’이라고 불리는 Neyman-Pearson의 검정법이 등장한 1920–

1930년대부터 시작된다. 또한 그 두 가지 검정법의 개발자인 Fisher와 Neyman이 수십

년에 걸쳐 과연 어느 쪽 방법이 더 과학적인 것인가를 두고 양보 없이 대립하고 논쟁을

계속한 것도 통계학 전문가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양쪽의 대립은 두 대표

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 이후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Neyman의 제자이자

오랜 동료였던 E. L. Lehmann이 1990년대에 들어서까지도 양쪽 입장이 그렇게 대립적

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서로 손잡을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주장을 하면서 화해를 모색할

정도였다[28].

한편, 후대의 심리학자들이 주요 심리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

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경험적 연구 가운데 통계적 검정법을 이용한 연구가 1950

년대 초반에 이미 80%를 넘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의 심리학 연구자들이

이용한 검정법은 Fisher의 것이었을까, Neyman-Pearson의 것이었을까? 본문에서 보

겠지만 그들이 이용한 검정법은 누구의 것도 아닌 두 가지 검정법을 혼합한 잡종 검정법

(hybrid test)이었다. 20세기 전반기에 나온 심리학 연구 논문은 물론 당시에 널리 읽힌

심리통계학 교과서에서는 통계적 검정을 누가 개발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당대의

모든 통계학자들이 유일한 한 가지 검정법만을 인정한다는 듯이 잡종 검정법을 소개했던

것이다. 각 검정법을 개발한 통계학자들이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두 가지 검정법을 심리학 연구자들이 모든 차이와 논쟁을 무시하고 단일한 것으

로 받아들여 널리 이용한 역사는 심리학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통계학의 역사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로서 통계학자들에게 이론과 응용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필요

성을 제기한다. 어찌 보면 20세기 전반기라는 시기는 통계학이 번창하기 시작한 시기인

한편, 통계학자들이 연구하는 통계학과 바깥에서 활용하는 통계학이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얼핏 서로 멀어 보이는 20

세기 전반기 수리통계학과 통계적 검정, 그리고 심리학의 역사를 하나의 글에서 함께

생각하게 된 이유이다.

2 본론

앞서 밝혔듯이 이 글은 통계학자들이 만든 검정법을 심리학자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변형

하여 활용한 사례를 통해 20세기 전반기 통계학의 한 가지 특징을 살피는 글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20세기 전반기의 통계학이 이론적인 체계나 활용 분야 측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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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의 통계학에 비해 크게 달랐던 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든

2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통계학은 독립적인 학문 분야라고 보기 어려웠고 자연과학이

든 사회과학이든 다른 분야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론적

뒷받침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까지의 통계

학과 가까운 분야는 수학보다는 천문학, 경제학, 사회학 등 데이터가 나온 개별 분야들

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통계학은

그 이론과 활용 모두에서 비약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변화의 중심은 수학적인 통

계학 연구였는데 그러한 변화 과정이 아주 부드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수학 중심의

새로운 통계학은 각국 통계학회 내부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혔고 나름의 갈등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통계학은 이전에 갖추지 못했던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성장하였다. 그에 따라 심리학을 위시한 여러 분야에서 통

계학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은 물론 계량심리학, 계량경제학 등의 이름으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영역들이 생기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1930년대의 미국을 중심으로 수리통계학 연구자들이 새

로운 학술지와 학회를 만들면서, 통계학을 다른 분야를 위한 도구도 아니고 수학의 하

위분야도 아닌 독립적인 과학으로 만들어갔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말할 것도 없이 R. A. Fisher의 연구를 필두로 1920년대 이후에 나온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들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어서 우리는 사회과학, 그 가운데에서 심리학과 검정을

중심으로 통계학적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일찍이 19세기 후반부터 나온 F. Galton, K. Pearson의 연구, 그리고 20세기 초에

나온 Fisher의 통계학 연구는 유전학이나 농학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

다. 한편 최소제곱법은 Pearson과 Fisher의 연구가 나오기 훨씬 이전인 19세기 초부터

천문학을 위시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인 바 있다. 하지만 천문학이든 유전학이든 농

학이든 그 연구대상은 모두 자연현상이었다. 20세기에 접어든 이후 통계학이 이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은 곧 새로운 통계학적 이론과 방법이 등장하는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분야가 급속히 늘어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회를 연구하는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통계학

이론과 방법을 널리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통계학의 역사를 영국의 정치산술에

서 시작하든 독일의 국상학에서 시작하든 통계학은 이른 시기부터 오늘날 사회과학 분

과 학문들이 다루는 여러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한편 확률에 대한 연구는

B. Pascal, P. Fermat, C. Huygens, J. Bernoulli같은 수학자들이 사회 현상이 아닌

도박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순수하게 수학적인 연구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베르누이는 18세기 초에 이미 확률 연구를 여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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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 바 있으며, 19세기 초 확률 연구에서 큰 획을 그은

라플라스 역시 확률을 사회과학 연구에 활용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2, 26].

하지만 베르누이나 라플라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확률, 통계학을 사회과학에 활용하

는 작업은 오랫동안 순조롭지 못했다. 19세기 초에 이미 최소제곱법이나 중심극한정리

등 중요한 이론과 데이터 분석방법들이 등장하여 자연과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된 바

있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의 확률,

통계 이론과 데이터 분석법들은 동일한 천문, 자연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측해서 얻은 데

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던 반면, 사회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천문 현상을 여러 차례 반복 관측한 천문학 데이터는 동질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데이터를 적절한 범주

에 따라 구분해서 천문학 데이터처럼 동질적인 데이터로 만들기는 어려웠던 것이다[42,

chap. 5]. 단일한 자연 현상과 달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사회의 현상을 연구 대상

으로 삼는 학문이 부닥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A. Quetelet를 비

롯한 19세기 통계학의 대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회 연구

에 사용되는 확률, 통계학은 19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오랫동안‘숫자 헤아리기’와 표나

그래프로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하거나 응용 분야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처럼 확률, 통계학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과정은

순탄한 과정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16, chap. 14, 15, 16].

그러다가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통계학과 사회과학의 관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그 관계를 살필 때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당시 학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학문의 역사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친 시기는 여러 분야들이 나름의 영역과 방법론을 갖추고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자연과

학에 버금가는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였다. 특히 사변적인 이론 중심의 성격이

강했던 사회과학 분야로서는 종전까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론을

‘과학’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미 수 세기 전부터

상당히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물리학을 위시한 자연과학 분야들을 본받으려는 시

도들이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았듯이 측정하고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부터 사회과학 분야들이‘과학’이 되기 위해 넘어야할 장벽이

있었고 여러 사회과학 분야들이 그러한 장벽을 넘어 보다 더 경험과학에 가까운 면모

를 갖추기 위해 모색한 길 중 하나가 바로 통계학과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물론 당시에는 이미 통계학이 19세기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였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전반기에 K. Pearson, R. A. Fisher, J. Neyman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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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들 덕분에 크게 성장한 통계학은 과학적 방법을 찾던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이다[42, 37, 18]. 이전의 통계학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리통계학 (mathematical

statistics)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통계학 내부에서 수리통계학을 중점적으로 연

구하는 통계학자들의 단체와 그들의 논문을 싣는 독자적인 학술지가 생긴 것은 1930

년대였는데 추정과 함께 통계적 검정법은 당시부터 상당히 중요한 연구주제였다. 특히

통계학자들이 발표한 검정법은 사회과학 연구자들, 그 중에서도 실험심리학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결과 1940년대부터 심리학 연구방법론에서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

었다. 그런데 통계학 내부에서 통계적 검정은 단일한 논리체계를 가진 유일한 방법이

전혀 아니었다. 20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통계학자인 R. A. Fisher와 J. Neyman-E.

S. Pearson을 중심인물로 검정의 목적과 절차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논쟁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자못 치열한 것이었다. 즉 20세기 전반기에 통계학이 얻게

된 독자적인 학문의 지위는 통계학 연구에 높은 수준의 수학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에 덧붙여, 통계학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부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통계학자

들이 다양한 주장을 내세우며 논쟁을 벌인 결과였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심리학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널리 활용한 통계적 검정법은 그와 달

랐다. 심리학자들은 Fisher와 Neyman-Pearson의 방법을 혼합한 검정법을 널리 이용하

였는데 그 결과 심리통계 교과서나 논문에서는 통계학자들 사이의 이견과 논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통계적 검정법이 사회과학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통계학 내부와

외부의 모습은 사뭇 달랐던 것이다.

2.1 수리통계학의 발달

앞서 언급했듯이 통계학이 수학이나 물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과 나란히 독립적인 하

나의 전문적인 학문분야로 성장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도 이미 J.

Bernoulli, de Moivre, P. Laplace, K. Gauss 등의 확률 연구가 나와 있었고 1830년

대부터는 영국을 필두로 여러 국가의 여러 도시에 통계학회들이 생겨 통계조사를 중심으

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은 20세기 이후의 통계학과는

꽤 거리가 먼 것이었으므로 20세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통계학회들 역시 오늘날의

학회들과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어떤 학문이든 대학을 중심으로 독자성을 지닌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전문학술지의 존재,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학술단체

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근대 학문의 역사에서 학술지와 학회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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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통계

학의 역사 속에서 국가별 통계학회들과 (오늘날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ISI)

의 전신에 해당하는) 국제학회, 그리고 통계학 학술지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

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학문분야들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일례로 구미 각국에서는 1830년대부터 통계학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모임

이 주요 도시별 단체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각 도시에 생긴 통계학회들은 대부분 오늘날

의 학회처럼 학자들이 모여 연구, 토론하고 학회지를 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나중에 Royal Statistical Society(RSS)로 바뀌게 되는 영국의 런던통계학회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SSL))는 학회가 생긴지 얼마 뒤인 1838년부터 정기적으로 학회지

를 내기 시작하였지만 미국통계학회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ASA))의 경우

는 그렇지 않았다. 1839년에 보스턴에서 창립된 미국통계학회가 오늘날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JASA)의 전신에 해당하는 학회지를 내기 시작한 것은

학회 창립이후 무려 50년이 지난 때인 1889년부터였다.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오랫동

안 학회지에 실린 글들의 주제가 오늘날의 통계학회들 학회지에 실리는 글의 주제와

사뭇 달랐음은 물론이다. 50년간 학회지도 내지 않았으므로 미국통계학회가 창립 후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고, 초창기 ASA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원의 규모, 역대 회장 명단 정도에 그친다. 미국보다 모

든 면에서 앞서있던 영국 런던통계학회의 학회지에 실린 글들, 그리고 직업이 의사였던

인물 (Edward Jarvis)이 1852년부터 무려 32년간 미국통계학회의 회장을 맡았다는 점

등으로부터 미루어 미국통계학회의 회원들 역시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구, 보건,

노동, 교육 등 여러 사회적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리라 짐

작된다[23, p. 9–11]. 또한 19세기말 이후부터는 여러 통계학회의 회원 수도 늘어나는

등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학회 회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20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동안까지도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를 배경으로 가진 사람이 대다수였다.

오늘날에 되돌아보면 다소 뜻밖의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수학과 통계학의 관계 역시

19세기 끝 무렵까지 서로 멀었다. 영국에서 런던수학회가 생긴 것은 런던통계학회보다

30여 년 늦은 1865년이었고 프랑스수학회는 1872년, 미국수학회의 전신인 뉴욕수학회

는 미국통계학회보다 거의 50년이나 늦은 1888년에야 생겼다. 통계학교수나 통계학과가

전무한 시기였으므로 통계학회의 회원 구성은 수학연구자들의 단체였던 수학회와 다를

수밖에 없었고, 19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통계학은 자연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데이터

를 모으고 정리해서 다른 분야의 연구를 돕는 도구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러한 역사는

각국의 통계 단체들이 원래 수학 단체들처럼 학문적인 연구와 토론을 위한 학자들의 모

임과 거리가 멀었음을 잘 보여준다. 19세기까지의 통계학사는‘통계’라는 이름을 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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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를 지닌 학회가 존재하고 학회지도 존재했지만‘통계학’이라는 분야가 나름의

학문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역사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통계학이 이전까지의 주변적인 모습을 벗고 학문 세계에서 독

자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과 정리 단계를 넘어 수학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체계를 갖추어야했다.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인물을 든다면 단연 R. A.

Fisher가 으뜸일 것이다. 1920년대 이후에 발표된 Fisher의 논문과 책들 덕분에 통계학

은 비로소 나름의 이론체계를 지닌 독자적인 학문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통계학에 대한 수학적 연구는 1920년대에 영국에서 시

작되어 1930년대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1930년에 첫 호가 나온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AMS)와 1935년에 창립된 Institute of Mathematical

Statistics(IMS)가 그러한 변화의 중심이었다. 그 이전인 1920년대 중반부터 미국 통계

학계에서는 수학적인 이론을 연구하는 수리통계학자들과 ASA의 주류 회원들 사이에

통계학의 성격, 통계학 교육의 방향, 학회의 진로 등을 두고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IMS가 창립될 당시 주역 중의 한 사람이었던 Allen T. Craig는 20세기 초 미국 통계학

의 모습을 회고하면서“19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리통계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이 개발되고 있던 과학적 추론법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을 미국 대학의 수

학과에서 채용한 곳은 여섯 군데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Craig에 따르면 1920

년대에 접어든 이후부터 수리통계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당시 미국통계학회

(ASA)의 대다수 회원들은 그들의 학술지 (JASA)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수학기호가 포함

된 논문을 싣는데 반대했고, 미국수학회 회원들은 수리통계학 연구를 수상쩍은 것으로

치부했다고 한다. H. Carver, L. Rietz, H. Hotelling 등 AMS와 IMS를 만드는 데 주

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학 학위를 갖고 통계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쓴 수리통계학 논문들은 JASA에서 환영받는 논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수리통계학 연구자들이 ASA 산하에 새로운 학술지 AMS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실리는

논문을 읽을 수 없었던 다수 ASA 회원들은 학술지 발행비용을 내지 않으려했고 그러한

갈등의 결과 수리통계학자들은 ASA와 별도로 IMS라는 독자적인 단체를 만들기에 이

르렀다[6, 34]. 오랜 역사를 지닌 통계학회와 학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통계학

연구자들이 새로운 학회지와 새로운 학회를 따로 만들게 되었던 당시 미국 통계학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만 든다면 ASA의 회장이었던 Fisher의 강연을 들 수

있다 (R. A. Fisher가 아니고 미국 경제학자 Irving Fisher이다). 1932년 그는 통계학회

회장의 자격으로“경제학에 봉사하는 통계학 (Statistics in the Service of Economics)”

이라는 강연을 했다. 이런 제목은 오늘날 통계학회 회장의 강연 제목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경제학자들이 다수였던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9]. 초창기 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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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린 논문들 중에는 유럽에서 나온 논문을 재수록하거나 독일어, 프랑스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들도 있었다. 즉 다른 학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통계학은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뒤처진 모습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을 거치면서 그러한 상황은 급속하게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R. A. Fisher의 중요한 연구가 나온 1922년 또는 1925년, 또는 미국

에서 IMS가 생긴 1935년 또는 IMS가 독자적인 힘으로 AMS를 발행하게 된 1938년을

수리통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뚜렷한 지위를 얻고 통계학의 모습을 크게 바꾼

시점으로 잡을 수 있겠다[23, 24]. 영국에서는 미국처럼 별도의 수리통계학 학회가 생

기지는 않았지만 RSS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종래의 사회, 경제 통계 분야의 글을 싣던

학술지 이외에 수학적 논문을 싣는 새로운 학술지 (오늘날의 JRSS-B)를 새로 발행하게

된다. 1930년대는 대서양의 양쪽에서 통계학이 새로운 모습을 갖춘 시기라고 하겠다.

어찌 보면 그러한 과정은 사회과학으로부터 통계학이 독립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

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새로운 통계학에 대해 모두들 비판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20세기 전반기는 여러 사회과학 분야들 역시 독자적인 학문으로

체계를 갖추려하던 시기였으므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통계학 분야의 새로운 성

과들에 주목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20세기가 시작될 때가지 일종의

상하 위계관계에 있던 사회과학과 통계학은 1920–30년대에 나온 수학적인 연구에 힘입

어 이전과 매우 다른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전까지 한계가 뚜렷했던

통계학의 역할이 이 시기에 비로소 훨씬 중요해졌음은 물론이다. 한편, 사회과학 연구자

를 비롯하여 통계학의 성과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통계학의 새로운 성과 모두를 필요로

했던 것도 물론 아니었다. 당연히 그들은 수학적인 이론보다는 방법론에 주목했고 그

중에서도 Fisher와 Neyman-Pearson의 검정법은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가장 널리 이용

된 방법이었다. 다음 절부터 우리는 논의의 폭을 대폭 좁혀서 통계적 검정과 그 활용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2.2 Fisher와 Neyman-Pearson의 통계적 검정법

통계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개 통계적 검정의 역사가 18세기 초 영국의 의

사였던 John Arbuthnot (1667–1735)이 발표한 신생아 성비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

되었다고 평가한다[42, p. 438–441]. 이후 Daniel Bernoulli, Laplace 등의 연구가 나

왔고[18, chap. 4, 14] 20세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K. Pearson, W. Gosset의 연구가

등장하여 대표본 뿐 아니라 소표본 문제에 대해서도 검정법이 쓰이기 시작했다. 이어

서 1925년에는 Fisher의 책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Workers를 통해 유의성검정

(test of significance)이 처음 소개되었고 이어서 1928년과 1933년에 Neyman-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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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설검정 (test of hypotheses) 연구가 나왔다[28]. 사실 처음 양쪽의 연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적대적이기보다는 서로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논

쟁이 진행되면서 양쪽은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대단히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다.

논쟁은 주로 Fisher와 Neyman(E. S. Pearson은 논쟁에 소극적인 편이었다) 사이에서

진행되었는데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은 서로 자신의 입장을 더욱 굳히면

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1920년대 초부터 Fisher는 추정 문제에 대해 최적성 (optimal-

ity in estimation)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유의성 검정을 최적 검정이라

는 측면에서 연구하지는 않았던 반면, Neyman과 Pearson은 그들의 논문 제목에 있는

‘the most efficient tests of statistical hypotheses’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검정

문제에 대해 최적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따라서 Neyman과 Pearson 당사자들은 물론

Lehmann을 위시한 그들의 후계자들은 Neyman-Pearson의 가설검정이 Fisher의 유

의성 검정법 연구를 심화, 발전시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몇 십 년 동안 이어진

양쪽의 논쟁은 최적성이라는 통계학적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검정의 절차는 어떠해야할

지,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 방법인지, 확률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검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 통계학의 근본 (foundation of statistics)에까지 닿는 많은 무거운 주

제를 담고 있었다.

여기서 철학적인 논의는 제외하고 두 방법의 절차만 간단히 비교해본다면 Fisher는

귀무가설만 인정했을 뿐 대립가설을 세우는 것에 반대했고 따라서 검정의 오류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Neyman-Pearson의 검정법이 품질

관리 같은 좁은 영역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널리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오늘날 p값이라고 불리는 것은 Fisher의 것인데 그는 p값을 가설들의

채택, 기각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가설을 반증 (disprove)할 수 있는 통계적 근

거 (statistical evidence)의 척도로 생각했다. 즉 그는 검정법을 두 가설 중 하나를 선택

하는 최종적인 결정의 방법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추론해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한

단계 정도로, 다시 말해 타당하지 못한 귀무가설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귀납적 과정이

과학적 연구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Fisher는 관습적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계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반대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를 (사실 대단히

유명한 유전학자이기도 하였다) 자연과학자로 생각하였는데, 통계적 검정법은 연구자가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을 때에만 사용해야할, 따라서 그리 신빙성을 두기

어려운 연구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해야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통계학적 검정 때문에 그 연구가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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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11, 12].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Fisher

는 자신의 유의성 검정법을‘inductive inference’라고 주장했고 Neyman은 자신의 가

설검정법을‘inductive behavior’라고 불렀는데[33, 19] 이와 같은 양측의 대립에 대해

후세 통계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베이즈 통계학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던 L.

J. Savage는 이를 빈도학파 내부의 논쟁 중에 가장 으뜸가는 논쟁으로 평가했다.

“빈도론자(frequentists)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Fisher

진영과 Neyman-Pearson 진양 사이의 분열이다.”[41, p. 577]

또한 Neyman의 제자이자 오랜 기간 동료였던 E. L. Lehmann은 Fisher와 Neyman

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난 후“1908년 Gosset의 t-검정에서 시작된 현대적인 검정이론

에 대해 Fisher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냈지만 검정통계량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서는 생각하지 못했고 Neyman과 Pearson이 두 가지 오류와 함께 가장 좋은 검정법

에 대한 이론을 내놓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29, p. 1242–1243]고 평가했다. 즉

Lehmann은 Fisher와 Neyman-Pearson의 입장이 대립되는 것이라기보다는 Fisher가

시작한 통계적 검정법 연구를 Neyman과 Pearson이 이어받아 완성시킨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그 두 가지 검정법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는 문제는 후대 통계학자들 뿐 아니라

과학철학자들의 연구주제가 되었다[7]. 하지만 이 글에서 그런 주제까지 논의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또한 철학적인 문제를 떠나 검정 절차와 해석에 있어서

양쪽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잘 정리해두었으므로 여기서 자세한 내

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겠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간명하게 설명한 사례로 Huh

[22], Oakes [35] 가운데 6장, Chow [4]의 Table 2.3(p. 21), Halpin and Stam [19],

Hager [17] 등이 있고 양쪽의 여러 차이를 설명하면서도 두 검정법이 서로 보완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Lehmann [29]도 보라). Table 1은 Fisher [10, 11], Neyman

[33], 그리고 Halpin and Stam [19, p. 631], Hager [17, p. 254–256] 등을 참조하여

Fisher의 검정법과 Neyman-Pearson 검정법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에 시작된 Fisher와 Neyman-Pearson의 대립적인 입장은 오늘

날까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1930년대 Neyman-Pearson의 연구가

나온 이래 통계학 이론을 지배한 것은 결정론적 패러다임이었다. 데이터를 근거로서

해석하는 것 (interpreting data as evidence)이 아니라 여러 행동 방식 중에서 선택하

는 것이 통계학 문제가 되었다.”라는 서문이 붙은 책 (제목은 Statistical Evidence) 역시

비판적인 입장에서 과학 연구와 통계학의 관계를 다시 묻고 있다[38]. 그와 같은‘근거

(evidence)’에 대한 Royall의 연구는 철학자, 통계학자, 생태학자들의 연구로 더욱 확

장된 바 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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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점 Fisher Neyman-Pearson

가설 설정 귀무가설 (H0)만 설정. 제1, 2종 오
류를 정의할 수 없음

귀무가설 (H0)과 대립가설 (H1) 설
정

검정 절차 미리 정한 유의수준 (α) 조건을 만
족시키면서 검정력 (power)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검정통계량과 기각영
역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수집

데이터로부터 p값 계산 데이터로부터 검정통계량 값 계산

p값이 충분히 작으면‘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

검정통계량 값이 기각영역 안에 포
함되면 H0를 기각하고 H1 채택 ;
그렇지 않으면 H0 채택

검정결과 해석 p 값 의 크 기 로‘근 거 의 강 도
(strength of evidence)’를 판단.
검정결과가 유의하면 H0가 틀렸거
나 나오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추론을 계속한다.

확률에 바탕을 둔 검정은 가설의 참
과 거짓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동일한 검정을 반복할 때 잘
못된 결과가 나올 오류의 확률을
가지고 최적의 검정법을 찾아 두
가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과학철학적 입장 귀납적 추론
(inductive inference)

귀납적 행동
(inductive behavior)

H0를 반증 (disprove)할 수는 있으
나 증명하거나 채택할 수는 없다.
검정의 결과는 임시적인 것으로서
다시 고칠 수 있어야한다.

통계적 검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의
확률을 고려하여 어떤 가설을 선택
하는 행동을 해야한다

비판 검정통계량을 임의로 선택한다. 최
적검정법 (optimal test)라는 보장
이 없다.
유의한 결과가 나와도 H1이 없으
므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
다.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은 더욱 모호하다.

제품의 합격-불합격 판정을 할 때
에나 쓸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
인 과학 연구에서의 추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현실적인 과학실험에서는 동일한
검정을 반복해서 얻는 확률의 개념
이 타당하지 않다.

Table 1. Fisher와 Neyman-Pearson 검정법의 비교

2.3 심리학과 통계적 검정

앞에서 우리는 19세기까지 연구를 보조하는 종속된 수준에서 여러 사회과학 분야들과 가

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통계학이 20세기 전반기에 수리통계학이 발달하면서 독자적인

입지를 굳혀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통계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거리

가 멀어지기 시작했을까? 물론 새삼 답을 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않았다. 수리통계학의

발달에 따라 통계학이 다른 분야에 봉사하는 도구를 넘어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성장하는

과정은 한편으로 통계학 이론과 방법이 활용되는 분야가 대폭 확대되는 과정과 겹친다.

특히 여러 사회과학 분과 학문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통계학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 만큼 통계학과 사회과학이 만나는 접점 역시 19세기의 모습과 같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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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새로운 통계학에 주목한 사회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은 해당 분야 내부에

서 계량적인 접근법이 강조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계량경제학, 계량심리학

등의 새로운 분야가 학회와 학회지를 통해 새로 등장한 시기가 바로 1930년대였다. 즉

20세기 전반기의 통계학은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입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개별

학문 분야의 면모를 크게 바꾸는 역할도 하였던 것이다.

20세기 전반기에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통계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나름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분야에 적절한 통계학적 이론

과 분석법을 따로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전학자인 S. Wright의 경

로분석 (path analysis), 심리학자인 C. Spearman의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등을 들

수 있겠고, errors-in-variable model, errors-in-equation model 등 계량경제학자들이

만든 여러 모형들도 마찬가지이겠다. 사회과학 연구자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제학자들

(당시의 주역들 대부분이 나중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된다)은 1930년에 계량경제학회

(Econometric Society)를 따로 만들고 학술지도 펴내는 등 상당히 두드러진 활동을 독

자적으로 펼친 바 있다[31]. 따라서 20세기 전반기의 통계학과 경제학, 사회학 등의 관

계는 이 글에서 함께 다루기에 너무 큰 주제이므로 그 역사는 다른 기회에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범위를 좁혀서 심리학과 통계학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한다.

근대 이후 흔히 뉴턴주의 물리학이라 일컬어지는 결정론적인, 또는 법칙정립적인

과학관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통계학은 오랫동안 천문학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정규분포에 바탕을 둔 이론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까지도 종종‘오차 이론 (error

theory)’이라고 불렸으며 오늘날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것 대신‘probable error’가 20

세기 초까지도 널리 쓰인 사례 등이 단지 명목상의 흔적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이

름들은 모두 천문학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천문학 연구자들이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한

목적은 단일한 참값 또는 보편적인 법칙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와 같은 천문학적 사고방

식은 천문학자들이 통계학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린 이후까지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는데

항상 통계학이 진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특히 사람

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을 나타내거나 설명하는 데에 통계학적 방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억제작용을 하였다. 천문학에서는 단일한 값을 반복 관측한 결과들의

평균값을 좋은 추정값으로 택할 수 있었지만 사회 현상에서는 단일한 값 못지않게 값들

의 산포라든가 분포가 중요했다.

심리학은 그런 분위기속에서 가장 앞서 통계학적 방법을 받아들인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페히너 (Gustav Fechner, 1801–1887), 그리고 이어지는 분트

(Wilhelm Wundt, 1832–1920)의 연구를 실험심리학, 또는 과학적 심리학의 시작이라고

평가한다 [3, 5, 42]. Fechner와 같은 실험심리학 연구자들은 조건을 통제하여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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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 (주로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데이터를 얻은 다음, 거기에 자연과학에서

이미 쓰이고 있던 확률, 통계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

은 20세기 전반기 이후의 실험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을 객관적인 과학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확률과 통계학적 추론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즉 확률과 통계는 심리학의 추론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심리학이 라플라스가 생각했

던 결정론적인 자연과학을 닮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13]. 그와 같은 19

세기 중반 이후 심리학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1920년대와 30년대에 Fisher의 유의

성검정과 Neyman-Pearson의 가설검정이 등장한 이후 통계적 검정 방법을 가장 널리

활용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리학이었던 것이 우연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제 심리학에서 검정이 어떻게 활용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자. 물론 20세기에 통계

학자들이 검정법을 만들어내기 전에도 심리학자들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당시

만 하더라도 대개 실험장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집단이 아닌 개별적 결과를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그쳤다. 통계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오늘날과 같은 분석법이

없었으므로 대푯값을 위시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여주는 정도에 머물렀고 데이터로부터

가설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40년대 무렵부터 심리학에서

‘추론혁명 (inference revolution)’이라 부를 만한 변화가 방법론 쪽에서 등장하게 된다.

대략 195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그‘혁명’은 심리학을 방법론의 수준에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통계학적 추론이 심리학에서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13]. 그 중에서도 NHST(Null Hypothesis Significance Test)라고 흔히

불리는 검정법이 데이터로부터 가설에 대해 추론하는 유일한 도구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

하게 되었다. 심리학자이자 과학사가인 Gerd Gigerenzer의 연구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심리통계학자들이 쓴 교과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거의 모든 교과서

저자들이 통계학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치열한 논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검정법을 소개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통계학 내부에서

는 아무런 논쟁이나 갈등 없이 단일한 검정법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고

대략 1960년대부터 NHST 방법은 심리학 연구에서 거의 성서와 같은 독보적인 권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심리학자들이 1911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한 12가지 학술지를 대상으로 표본조

사한 결과 해당 학술지에 실린 경험적 연구논문 가운데 82.4%가 통계적 검정법을 이용

했으며 그 중에서도 p값을 이용한 논문은 1930년대 초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40년대

전반에 40%를 넘어섰고 1950년대 후반에는 86%를 넘어섰다고 한다[20].

Gigerenzer는 20세기 심리학자들이 통계적 검정법을 그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

유는 그들이 물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심리학에서도 객관성 (objectivity)과 결정론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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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ism)을 추구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3, 14, 15]. 어쨌든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용하여 그 분야 학문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일 것이다. 그런데 Gigerenzer의 연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처럼 통계학적 검정법을 널리 활용한 것이 심리학에 득이 된 것만은 아니라고 평가하

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오늘날까지 심리학을 위시한 온갖 통계학 교과서에서 검정

방법이 단 하나만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Fisher

의 유의성검정과 Neyman-Pearson의 가설검정은 수십 년 동안 서로 대립해온 서로 다

른 검정법이었는데도 심리학자들은 유일한 방법만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검정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Gigerenzer가 강조해서 문제 삼는 것은 교과서에 실리는

검정 방법이 두 가지 대립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각 방법을 만든

당사자들이 다르다고 주장했던 차이점을 무시한 채 양쪽을 버무려 만든 잡종검정법이라

는 점이다.

그가 잡종검정법이라고 일컫는 것은 오늘날 여러 통계학 교과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설명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겠다.

1. 귀무가설 H0와 대립가설 H1을 설명한다.

2.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때로는 검정력까지 포함하여)에 대해 설명한 다음 유의

수준 (α)을 설명한다.

3. 적절한 검정통계량의 값을 데이터로부터 얻고 그 값에 대한 p값을 구한다.

4. p값과 유의수준 α 값을 비교하여 p값 < α 이면 H0를 기각한다. 또 그 반대이면

H0를 채택하거나 H0를 기각하지 않는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 방법을 Fisher가 만든 유의성검정법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책

에서는 Neyman과 Pearson이 만든 가설검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그 두 가지

검정법은 서로 다르므로 그 둘을 따로 구분해서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는데 한국어 책,

영어 책을 가릴 것 없이 통계학개론 수준에서는 보기 쉽지 않다. 어쨌든 Fisher가 만든

유의성검정법과 Neyman-Pearson의 가설검정법이 같은 것이 아니라면 위에서 소개한

네 단계 검정법을 Fisher의 것으로 소개하거나 Neyman-Pearson의 것으로 소개한다면

둘 중 한 쪽은 옳지 않을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을까? 양쪽이 모두 옳기도 하고 양쪽이

모두 틀렸기도 하다. 위의 네 단계 검정법에는 Fisher의 것과 Neyman-Pearson의 것

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귀무가설 H0와 대립가설 H1을 세우는 것은 Neyman-

Pearson의 것이다. 먼저 나온 Fisher의 검정법에서는 오늘날 귀무가설 (영가설, null

hypothesis)이라 불리는 것만 있었고 연구가설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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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처럼 검정의 역할이나 검정 과정, 그리고 확률에 대한 생각까지 양쪽의 주장이 여러

면에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그 둘을 결합한 방

법을 소개해왔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Gigerenzer는 그런 잡종검정법이 널리

쓰이게 된 데에는 몇 가지 힘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의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통계학자들 사이에 나타난 다양한 생각이나 논쟁은

물론 검정법을 만든 통계학자들의 이름조차 아예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통계학을 추상

적인 진리이자 빈틈없는 추론법으로 보이게 만들고 잡종검정법을 유일한 과학이론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심리학사 연구자들이 초기의 주요한 심리통계학 교

과서들 (194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초판이 나온 Lindquist, Edwards, McNemar 등의

교과서)을 검토한 결과 Gigerenzer가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고 한다[19]. 그러한 교과서 저자들은 통계학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이견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그처럼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잡종검정법만을 소개하면서 대개‘심리

학자들이 통계적 검정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과 주요 학술잡지 편집진에서는 잡종검정법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

론으로 떠받들면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의한 결과를 얻는 것이며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실험이 잘못된 것이므로 학술지에 실릴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검정 결과가 유의함을 나타내는 ***와 같은 별표들로 가득한 연구들을 오늘날도 흔히

볼 수 있다). 그 결과 1960년대 이후 NHST는 통계학 그 자체로 심리학 연구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유일한 통계학적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화해하지 못했던 Fisher와 Neyman-Pearson의

대립되는 입장은 대립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인 발전의 과정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소란하였던 통계학의 역사를 심리통계 교과서들은 조용히 누적적

으로 일관성 있게 발전해온 역사로 묘사했던 것이다. 그 결과 심리학 연구에서는 점점

연구를 설계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가설을 찾는 것보다는 유의한 검정결과를 얻는 쪽

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 이론이 중심이 되는 연구보다는 데이터로부터 귀납적인 연구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흐르게 되었다고 한다. Gigerernzer는 그와 같은 변화가 심리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통계분석 이론과 방법 가운데 NHST라는

한 가지 방법이 지나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결과 통계학의 역동적인 면모도 가려버리는

역작용도 하였다고 보았다.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계에서 있었던 통계적 검정의 폐혜를 둘러싼 논란은 우선

그 양만으로도 통계학자들을 놀라게 만들 만하다. 예컨대 책으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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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Test Controversy [32], Statistical Inference: A Commentary for the So-

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36], Statistical Significance: Rationale, Validity and Util-

ity [4], The Cult of Statistical Significance [44]등을 들 수 있겠다. 연구의 양 뿐 아니라

특히 Oakes [35]와 같은 책에서 볼 수 있는 논의의 깊이와 폭 역시 통계학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책 말고도 논문 형태로 지난 반 세기 동안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실린 것들은 헤아리기 불가능할 만큼 많다[39, 20, 21]. 또한 통계적 검정법의 문제점 뿐

아니라 보다 넓게 통계학적 추론을 위한 이론과 방법에 대해 통계학자들이 단일한 통일

된 입장을 가졌을 것이라는 사회과학자들의 생각을 비판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화

과학 연구자도 Gigerenzer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심리학자인 M. Oakes는 확률

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그리고 통계학적 추론에 대한 여러 입장들 (Fisher, Neyman-

Pearson, Bayesian, likelihood inference)을 검토한 다음,“통계학은 논쟁들로 넘쳐나

는 분야이다. 연구하면 할수록 통계학적 추론의 토대는 바닥없는 구멍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35, p. 145].

2.4 통계학자들의 역할

앞에서 살핀 것처럼 심리학에서 통계적 검정법은 Fisher의 방법과 Neyman-Pearson의

검정법을 섞은 것이었다. Fisher의‘귀납적 추론 (inductive inference)’이나 Neyman의

‘귀납적 결정 (inductive decision) 혹은 귀납적 행동 (inductive behavior)’처럼 그 방법

들을 처음 발표한 사람들은 각자 나름 과학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자신들의 검정법을

옹호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두 가지는 누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언급도 되지

않은 채 20세기 중반부터 통계학자들이 이견 없이 합의한 유일한 통계적 검정법으로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할 문제가 하나 있다. 지금까지의 대략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통계적 검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처음 통계적 검정

법을 만든 Fisher나 Neyman-Pearson을 제외하고는) 통계학자들은 사실상 거의 등장

하지 않았다. 과연 통계학자들은 응용 분야에서 진행되는 논란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

였을까? 물론 통계적 검정법의 오용, 남용에 대한 우려는 일찍부터 나온 바 있다. 아주

이른 시기의 사례로 JASA에 실린 Berkson [1]의 글을 들 수 있겠다. 그는“오늘날 주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통계학은 거의 전적으로 유의성 검정으로 이루어져있다.”[9, p. 325]

고 진단한 다음, 통계적 검정법의 기본 원리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Fisher 자신의 검정

사례를 비롯하여 여러 예를 통해 검정법이 잘못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Gigerenzer의 지적에서 볼 수 있었던 잡종검정법에 대한 논의는 심리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못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통계학 내부, 특히 수리통계학자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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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편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0년대 말에 Testing Statisti-

cal Hypotheses의 초판을 발표한 E. L. Lehmann은 책 맨 앞에‘통계적 추론과 통계적

결정 (statistical inference and statistical decision)’에 대해 단 한 페이지 분량으로 아

주 짤막하게 언급하였을 뿐 Neyman의 제자답게 책 전체에 걸쳐 Fisher의 이론보다는

Neyman-Pearson의 가설검정법을 다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통계 연구자들이 통계

적 검정이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염려할 필요 없이 검정이론

을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잘 말해준다[27]. 심지어 심리학에서‘추론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논쟁의 당사자들 (Fisher, Neyman, Pearson)

들 역시 자신들의 방법을 옹호하는 논쟁은 이어가면서도 그 방법들이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며 다른 분야 연구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적 검정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수리적인 통

계학 이론, 방법들과 그 활용 사이의 간극이 20세기 전반기에 이미 상당히 깊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Gigerenzer의 우려는 20세기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 통계학자들

또는 심리통계학자들이 쓴 통계학 교과서에 소개되는 검정법이 틀렸다는 데에 있지 않

다. 그는 통계적 검정이라는 것이 Fisher와 Neyman 이래 과학 연구 절차에 대해 아무

런 이견 없이 통일된 단일한 입장을 가진 매끈한 분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통계전문가들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은 통계학계 내부의 논란을 살피는 대신 정체가 모호한 통일된 방법을 만

들어냈을 뿐 아니라 그 방법을 교과서와 학술지 편집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활용했던 역사를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전반기에 확립된 통계학의 넓은 활용

범위는 어쩌면 통계학자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여러 통계학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단순화시켜버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그

과정은 통계학에 온전히 득이 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수학적인 이론 연구를 중심으로 통계학이 독립적인 학문

으로 비약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여러 통계학적 방법이 많은 새로운 분야로

널리 활용되는 과정을 사회과학, 특히 심리학에서 통계적 검정법이 활용된 역사를 사례

로 선택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Fisher와 Neyman-Pearson의

검정법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로 간에 합의점 없이 논쟁 중이었던 당시부터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게되었다. 또한 1940년부터 이미 심리통계 교과서들은 두 가지

검정법을 적당히 혼합한 방법을 소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그 잡종 검정법이 심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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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와 학술지에서 객관적 연구를 담보하는‘유일한 과학적 방법’으로 군림해왔음을

보았다. 물론 이미 1940년대 초부터 수십 년 동안 통계학적 검정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

통계학과 심리학 안팎에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었지만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NHST

는 널리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적 검정법의 오용, 남용을 문제 삼는 대신 통계학 내부에서는 오랫동

안 대립해온 Fisher와 Neyman-Pearson의 검정법이 심리학을 비롯한 통계학 외부에서

단일한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널리 쓰인 것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통계학의 이론 연구와

응용 사이의 간극이 20세기 전반기에 벌어지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과적

으로 20세기 전반기라는 시기는 수학적 연구에 힘입어 통계학만 독립적인 전문 분야로

비약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는 분야들 역시 제각각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름의 전문영역을 확보하게 된 특별한 시기였던 것 같다. 게다가 지금 되돌아보았을 때

통계학 이론 연구자들과 심리통계 연구자를 비롯한 응용 분야 연구자들이 서로 적극적

으로 대화하고 논쟁을 벌인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논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논쟁이 이론 통계 전문가들 내부에서만, 그리고 각 분야의 응용통계 전문가들 내부에서

만 따로따로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한편 본문에서 살펴본 통계적 검정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단지 이론 통계 연구자들과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다른 분야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문제

도 생각해보게 된다. 통계학계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합의한 적도 없는 논쟁의 대상인

방법들을 다른 응용 분야 사람들이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도 없이 혼합하여 교과서에

싣고 연구 논문에서 널리 이용할 경우 통계학자들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네 가지 정도 대응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다. 무비판적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

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적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도록 계몽하는

것이 하나이고, 외부에서 혼합해서 만든 그 새로운 잡종방법이 수십 년간 널리 쓰였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방법을 뒷받침할 이론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이겠다. 세

번째 방식은 Fisher의 입장과 Neyman-Pearson의 입장이 서로 매우 대립되는 상반된

입장이라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서 양쪽을 화해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고,

마지막 방식은 양쪽의 차이가 무시할 정도로 사소한 것이라고 보거나 두 입장의 연속

성을 강조함으로써, 잡종 검정법이 활용되어온 현실을 문제없다고 인정하는 방식이다.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거칠게 말해서 Lehmann [29, 30]의 입장은 세 번

째와 네 번째 모두에 해당할 듯하다.

가설검정이라는 꽤 응집력있는 주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Fisher와 Neyman-

Pearson이 이바지한 바들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었다. 검정 방법론을 개발

하여 초석을 놓은 것이 Fisher라면 이어서 그 방법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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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낸 사람들이 Neyman과 Pearson이었다[30, p. 88].

한편 1940년대 이래 잡종 검정법을 소개하고 이용해온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오늘날 개론 수준의 교과서에서 바로 그 방법을‘유의성 검정’,‘가설 검정’등 이름도

구분하지 않은 채 소개하고 있는 통계학자들의 생각은 네 번째 방식에 가까워보인다.

어쨌든 일종의 과학사회학적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사학자와

과학사회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할 만하겠다.

통계학자들이 쓴 교과서나 통계학 전문 학술지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글에서 검정을 비롯한 여러 낯익은 주제에 대한 글을 만나는 일은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

람들한테 특별한 느낌을 준다.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도 그런 느낌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통계학 바깥의 글들을 읽다보면 흔히 통계

학 전공자들이‘응용통계’라고 간단히 부르기도 하는 영역에서 통계학에 대해 논의해온

역사가 이미 상당하며 그 논의의 폭과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논의의 다양성이 놀라울

정도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 결과,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분야는 더 이상 통계학 전

공자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각 응용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논의할 수 있는

뚜렷한‘전문분야’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오늘날 허다히 많은

학문 분야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아주 여러 분야에서 그와 같은 쟁점을 만들고 활발한

논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통계학 말고는 또 없을 듯도 싶다. 바로 이런 모습은 20세기

전반기 이후 통계학만이 갖게 된 아주 독특한 면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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