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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the Research on Statistics Education, and
Statistics Education in Korea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와 한국의 통계교육

Tak Byungjoo 탁병주 Lee Kyeong-Hwa* 이경화

Statistics was not recognize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as an independent sci-
ence, and statistical education research came to an international milestone in the
late 194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tatistics education research,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
cal Institute (ISI)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atistical Education (IASE).
Statistics education in Korea is considered with regard to the history of interna-
tional research on statistics education in this study. It implies for the direction of
statistical education research to domestic mathematics education researchers and
statistical researchers related to statistical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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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상에 통계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 소비자, 시민, 전문가로서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7, p. 3].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는,

인간의 추론 범위를 넓히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의 대두와 함께 통계학의 실용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통계적 소양이

모든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9], 통계교육과 통계교육 연구의 짧은

역사와 넓지 못한 저변으로 인해 통계교육의 실제적 개선을 위한 연구적 뒷받침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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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서 각 시기별 국제 통계교육계의

주요 관심사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조망하여 우리나라 통계교육 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

을 가늠해본다. 이때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제통

계협회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이하 ISI)와 국제통계교육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atistical Education, 이하 IASE)의 활동에 주목한다. 통계교육 연구가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정립되고 틀이 갖추어져 나가는 데 이 두 기관의 역할이 역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학문이 독자적인 연구 영역과 이론을 형성하고 발전해가면서 학문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학문적 위상과 앞으로의 학문 발전 방향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24, p. 28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통계

교육 연구의 실태와 동향 또한 간략히 확인하면서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이는 통계교육

연구와 유관한 국내 수학교육 연구자, 통계 연구자들에게 통계교육 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국외 통계교육 연구는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거쳐 발전해왔는가?

2.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는 우리나라 통계교육 연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어떤 제언을

남기는가?

2 통계교육 연구의 특징

통계학과 수학의 관계는 ‘결혼’으로 묘사되곤 한다 [12, 27]. 함께 하지만 결코 같을 수

없음을 드러내는 이 절묘한 비유는 통계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학과 분리하여 논의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수학에 의해 완전히 종속되지는 않음을 설명한다. 통계학의 학문적 독립성

을 역설했던 Moore [22]는 “통계학은 수학이 아니라 경험과학에서 비롯된 수리과학”으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 통계학은 수학과 다른 독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역사적으로 통계학은 수학과 별개의 학문으로 발생하였다.

• 통계학의 실제는 수학적이지 않다.

• 통계학은 학문적 정체성을 다루는 철학적 이슈가 다르다.

• 통계학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사용하나, 수학은 통계적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않는다.

대개 학문적 독립성은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18, p. 495]. 통

계학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Table 1과 같이 수학과 구별된다. 부연하자면, 통계학은 불확

실성을 내포한 경험적 자료 (data)가 연구 대상이며 연구 내용은 맥락에 의존하는 경험과

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수학은 수학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자 동시에 연구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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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학이다.

대개 학문적 독립성은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통, , [18, p. 495]. 

계학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과 같이 수학과 구별된다 부연하자면 통계학은 불<Table 1> . , 

확실성을 내포한 경험적 자료 가 연구 대상이며 연구 내용은 맥락에 의존하는 경험과(data)

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수학은 수학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자 동시에 연구 방법인 . , 

형식과학이다.

학문 수학[18] 통계학[22]

이명( )異名 증거학 자료과학

분류 형식과학 경험과학

연구 대상 수학 자료

연구 내용 수학 맥락

연구 방법 연역 귀납 가추, 

<Table 1 수학과 통계학> Disciplinary differences between mathematics and statistics; 

의 학문학적 차이.

이와 같은 통계학과 수학의 학문학적 차이는 우연 과 경험 에 대한 (chance) (experience)

두 학문의 인식론적 입장이 지니는 간극에 의한 것이다 이는 두 학문이 교수학적 변환을 . 

거쳐 교수 학습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때 추론 사고와 같은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 , 

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수학교육 연구와 대비되는 통계교육 연구의 특징은 내용의 차이로. , 

부터 비롯되는 현상의 독특함에 있다 통계를 학습할 때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혹은 나타날 . , 

것이라 기대되는 비결정론적 사고 맥락의존적 사고 자료기반적 사고는 수학교육 현상에서 , , 

나타나지 않고 설령 나타나더라도 유의미한 분석 대상이 되기 어렵다, .

요컨대 통계교육 연구만의 특징을 포착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으며 많은 부분, , 

이 수학교육 연구와 공유된다 그러나 통계학과 수학의 학문학적 차이는 통계교육 연구와 . 

수학교육 연구에서 각각 다루어지는 현상의 차이를 유발하며 이러한 차이를 얼마나 설명력, 

있게 분석해내는지에 따라 그 특징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통계교. , 

육 연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후술할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해 보

충될 수 있을 것이다.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적 발달 과정3. 1)2)

2�'�#�)�1�� ,���"�(�&3�!%2�')� ����� ��

여러 수학적 개념 중 확률 개념은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이는 에 의해 이루. Euclid

어진 기하의 공리화보다도 훨씬 이후에서야 수를 공리적으로 다루게 됨에 따른 것이다[3]. 

더욱이 통계학은 근대에 태동한 경험과학의 방법론으로서 수학적 개념 중에서도 매우 짧은 

역사를 지닌 확률에 의존한 탓에 독립된 학문 분야로 인정받는 시점이 그보다도 늦어졌다, . 

1) 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에 이 장을 요약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 .  
2) 본 장에서 기술한 역사적 사실 및 관련 정보들은 과 함께  [13], [25], [30] ISI(https://www.isi-web.org/), 

IASE(http://iase-web.org/), SRTL(http://srtl.info/) 누리집을 참고하였다 .

Table 1. Disciplinary differences between mathematics and statistics; 수학과 통계학의

학문적 차이

이와 같은 통계학과 수학의 학문적 차이는 우연(chance)과 경험(experience)에 대한 두

학문의 인식론적 입장이 지니는 간극에 의한 것이다. 이는 두 학문이 교수학적 변환을 거쳐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때 추론, 사고와 같은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수학교육 연구와 대비되는 통계교육 연구의 특징은 내용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의 독특함에 있다. 통계를 학습할 때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혹은 나타날 것

이라 기대되는 비결정론적 사고, 맥락의존적 사고, 자료기반적 사고는 수학교육 현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설령 나타나더라도 유의미한 분석 대상이 되기 어렵다.

요컨대, 통계교육 연구만의 특징을 포착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으며, 많은 부

분이 수학교육 연구와 공유된다. 그러나 통계학과 수학의 학문적 차이는 통계교육 연구와

수학교육 연구에서 각각 다루어지는 현상의 차이를 유발하며, 이러한 차이를 얼마나 설

명력있게 분석해내는지에 따라 그 특징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통계교육 연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후술할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1),2)

3 통계교육연구의역사적발달과정

3.1 통계교육연구의태동기 : 전문가양성을위한실용통계교육의시대

여러 수학적 개념 중 확률 개념은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이는 Euclid에 의해 이루어진

기하의 공리화보다도 훨씬 이후에서야 수를 공리적으로 다루게 됨에 따른 것이다 [3]. 더욱이

통계학은 근대에 태동한 경험과학의 방법론으로서 수학적 개념 중에서도 매우 짧은 역사를

지닌 확률에 의존한 탓에, 독립된 학문 분야로 인정받는 시점이 그보다도 늦어졌다. 실제로 경

험과학에서 추론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수집 방법 (표집, sampling)을 통계학에서 학문적으로

1) 제1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에 이 과정을 요약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 본고에서 기술한 역사적 사실 및 관련 정보들은 [13, 25, 30] 과 함께 ISI(https://www.isi-web.org/),

IASE(http://iase-web.org/), SRTL(http://srtl.info/) 누리집을 참고하였다.

https://www.isi-web.org/
http://iase-web.org/
http://srtl.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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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게 된 것도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28]. 따라서 통계학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일은 그보다도 훨씬 늦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문헌들이 1948년 IASE의 창립을 국제 통계교육 연구의 태동 시점으로 보고 있다. ISI

산하에 있는 7개의 협회3) 중 하나로서 1948년에 통계교육 위원회 (The Statistical Education

Committee) 의 형태로 창립한 IASE는 현재까지 ISI의 교육분과 역할을 맡고 있는데, 설

립 목적은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하 UN) 산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은 1945년에 종식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당시 UNESCO를 비롯한 UN의 산하 기구에서 통계학에 기대했던 최대의 관심사는 개

발도상국의 지원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통계 정보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30]. 이렇듯

개발도상국의 통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마땅히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나, 당시 개발도상국에 파견 가능했던 조사원 (statistical staff)들의

능력 부족이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이는 ISI와 UNESCO에 각각 제출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Rice [26] 의 논문 “통계교육의 발전 (Furtherance of statistical education)”에 그 배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IASE의 초기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

파악에 필요한 각종 통계 자료를 적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인재 (human resource) 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기조는 1970년대까지 이어져 이 시기에 ISI는 UNESCO의 지원

을 받아 인도의 캘커타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국제통계교육센터 (International Statistical

Education Center)를 설립하고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할 통계조사원을 양성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부 산하 통계기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국제 통계교육 연구가 대학교육에 특히 주목했다는 사실은, Table 24)와

같이 1968년에 IASE에서 주최한 제1회 원탁회의 (Round Table Meeting)의 주제가 “개발

도상국의 대학 통계교육”이었던 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IASE 원탁회의는

통계교육 유관 기관 및 국가들을 위한 핵심 이슈를 선정하여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소규모의 워크숍이다. 따라서 IASE 원탁회의에서 선정된 주제는 그 시대 통계교육의

국제적인 화두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회의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3) ISI 산하에는 현재 IASE 외에도 베르누이학회 (Bernoulli Society, 수리통계 및 확률론 학회), 국제공식통계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Official Statistics), 국제계산통계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국제조사통계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urvey Statisticians), 국제산업통
계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Business and Industrial Statistics), 국제환경통계학회(The International
Environmetrics Society)가 설치되어 있다.

4) 이 시기부터 IASE 원탁회의는 4년에 한 번씩 국제수학교육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al
Education) 직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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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준의 통계교육이었던 것이다.

회차 연도 주제 개최도시 개최국( )

제 회1 년1968 개발도상국의 대학 통계교육 헤이그 네덜란드( )

제 회2 년1970 통계교육에서의 새 테크놀로지 오스터베크 네덜란드( )

제 회3 년1973 학교 수준의 통계학 빈 오스트리아( )

제 회4 년1975 학교에서의 통계교육 바르샤바 폴란드( )

제 회5 년1977 통계교육 캘커타 인도( )

제 회6 년1984 4) 컴퓨터 시대의 통계교육 캔버라 호주( )

제 회7 년1988 통계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부다페스트 헝가리( )

제 회8 년1992 자료 분석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 퀘벡 캐나다( )

제 회9 년1996 통계 교수 학습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그라나다 스페인( )

제 회10 년2000 통계 활용을 통한 연구자 양성 도쿄 일본( )

제 회11 년2004 통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룬드 스웨덴( )

제 회12 년2008 학교수학에서의 통계교육 교사교육의 난제: 몬테레이 멕시코( )

제 회13 년2012 통계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가상과 현실: 세부 필리핀( )

제 회14 년2016 사회통계에 대한 이해 증진하기 베를린 독일( )

원탁회의 개최 연혁<Table 2> IASE Round Table Meeting; IASE .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국제 통계교육 연구의 태동기는 제 차 세계대전 , 2

이후와 창립이 있던 년대 후반부터이며 이러한 기조는 년 무렵까지도 거의 IASE 1940 , 1970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 

다 첫째 통계교육 연구의 태동은 학문의 자생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시대적 사. , , 

회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서 인식되는 . 

수학과 달리 통계학은 그 기원이 경험과학에서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실용 이라는 외재( )實用
적 목적에 그 존재 의의가 규정된다 이는 통계교육 연구의 흐름이 일정 부분은 사회의 변. 

화에 따라 종속됨을 의미한다 둘째 통계교육 연구는 통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 , 

로 태동하였다 다만 이때의 전문가는 확률론이나 수리통계학과 같은 이론가를 뜻하는 것. , 

이 아니다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통계적 문제해결의 역량을 갖춘 실천가를 . 

뜻하는 것이며 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사회 현상들을 대표하기 위해 개발되어 온 통계, 1900

적 모형들을 실세계에서 작동시킬 실행가를 뜻하는 것이다 대개 통계적 문제해결은 이론. , 

모형으로 설명되는 통계적 영역과 맥락 실세계로 설명되는 맥락적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설, 

명되곤 하는데 통계교육 연구는 이 중 맥락적 영역에서의 실천을 염두에 두고 태동한 [31],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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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가 각 분과학문의 독립적 존재성을 부각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라면 학술지는 해당 분, 

야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지적으로 교류하는 장 이다( ) [23, p. 場
다시 말하면 특정 분야에 대한 학회가 설립된다는 것은 학문으로서의 맹아가 싹을 423]. , 

틔운다는 뜻이고 학술지가 창간된다는 것은 그 싹이 홀로 설 수 있을 만큼의 자생력을 갖, 

4) 이 시기부터 원탁회의는 년에 한 번씩 국제수학교육대회 IASE 4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al 

직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Education) .

Table 2. IASE Round Table Meeting; IASE 원탁회의 개최 연혁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국제 통계교육 연구의 태동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IASE 창립이 있던 1940년대 후반부터이며, 이러한 기조는 1970년 무렵까지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통계교육 연구의 태동은 학문의 자생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인식되는 수학과

달리 통계학은 그 기원이 경험과학에서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실용 (實用)이라는 외재적 목적에

그 존재 의의가 규정된다. 이는 통계교육 연구의 흐름이 일정 부분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종

속됨을 의미한다. 둘째, 통계교육 연구는 통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동하였다.

다만, 이때의 전문가는 확률론이나 수리통계학과 같은 이론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통계적 문제해결의 역량을 갖춘 실천가를 뜻하는 것이며, 1900

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사회 현상들을 대표하기 위해 개발되어 온 통계적 모형들을 실세계에서

작동시킬 실행가를 뜻하는 것이다. 대개 통계적 문제해결은 이론, 모형으로 설명되는 통계적

영역과 맥락, 실세계로 설명되는 맥락적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곤 하는데 [31], 통계교육

연구는 이 중 맥락적 영역에서의 실천을 염두에 두고 태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 통계교육연구의성장기 : 모두를위한초중고통계교육의시대

학회가 각 분과학문의 독립적 존재성을 부각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라면, 학술지는 해당 분

야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지적으로 교류하는 장 (場)이다 [23, p. 423].

다시 말하면, 특정 분야에 대한 학회가 설립된다는 것은 학문으로서의 맹아가 싹을 틔운다는

뜻이고, 학술지가 창간된다는 것은 그 싹이 홀로 설 수 있을 만큼의 자생력을 갖춘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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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회와 학술지는 학문의 형성과 발전의 중핵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는 앞 절에서 언급했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통계교육”의 기조에 변화가 있었던 때

이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IASE를 중심으로 통계교육 연구

자들이 초중고 수준의 통계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1976년『International

Statistial Review』에 게재된 “ISI 통계교육 프로그램의 재평가” [33]에는 대학 수준 외에도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교 수준의 통계교육에서 ISI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혹자는 이 논문이 게재된 1976년을 통계교육 연구 역사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30].

1979년에는 ISI 내에 ‘학교 수준의 통계교육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통계교육 연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학술지『Teaching Statistics』의 창간에 조력했다. 통계교육에

대한 ISI와 IASE의 기조가 ‘전문가 양성’에서 ‘학교 수준의 교육’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Teaching Statistics』의 창간사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 교육과정에서 통계학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습니다. ISI

학술대회 및 국제수학교육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al Education,

이하 ICME)에서 통계 교과에 대한 국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조사된 통계 교육

과정의 양적 성장, 그리고 Schools Council Project on Statistical Education 11-16의

개설은 모두 통계 교과의 실용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인문학, 지리학,

생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학, 그리고 종교 교육 등 수많은 학교 교과에서 정량화의

활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수업에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총리 주재 토론에서는 교사들에게 수업과 학교 밖 삶의 관계를

더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 요구되었으며, 여기서 통계적 사고는 민주시민을 위한 수해

(numeracy)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11, p. 1]

이와 같은 초중고 통계교육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전후에 있었던 수학교육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다. UNESCO의 “모두를 위한 수학(Math

for All)”이라는 기조 하에 “기본으로 돌아가기 (Back-to-Basic) 운동”이 촉발된 1980년대는

학교수학에서의 통계교육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등장시키기에 충분했다 [30]. 이러한 분위

기에 따라『Teaching Statistics』에는 실제 학교 수준을 대상으로 실시된 통계교육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논문의 형태로 다양하게 반영되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학술적인 단어로 정련되지는

않았으나 통계적 소양 (statistical literacy)이라는 단어가 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10].

더욱이 1982년에는 IASE의 주최로 제1회 국제통계교육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ing Statistics, 이하 ICOTS)가 개최되면서 통계교육의 학문적 지위를 더욱 확실히

정립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ICOTS는 ICME처럼 매 4년마다 개최되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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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로서, 전 세계의 수학교사 및 연구자들이 통계교육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커다란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Table 35)과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ICOTS가 개최되었으며 2018년에 일본 교토에서 10번째 ICOTS가

예정되어 있다.

회차 연도 주제 개최도시 개최국( )

제 회1 년1982 - 셰필드 영국( )

제 회2 년1986 - 빅토리아 캐나다( )

제 회3 년1990 - 더니든 뉴질랜드( )

제 회4 년1994 - 마라케시 모로코( )

제 회5 년1998 통계교육 네트워크의 확장: 싱가포르 싱가포르( )

제 회6 년2002 통계적 소양 사회의 발전 케이프타운 남아공( )

제 회7 년2006 통계교육에서의 협동학습 사우바도르 브라질( )

제 회8 년2010 통계교육에서의 자료와 맥락 근거 기반의 사회: 류블랴나 슬로베니아( )

제 회9 년2014 통계교육의 지속 가능성 플래그스태프 미국( )

제 회10 년2018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 바라보기 교토 일본( )

<Table 3 개최 연혁>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ing Statistics; ICOTS .

통계교육 연구의 학문적 성장은 학술지 학술대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인한 외형적 성, 

장 그리고 전문가만을 위한 통계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통계교육으로의 기조 변화로 인한 , 

내면적 성장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년대부터 년대까지. 1970 1980

는 국제 통계교육 연구의 성장기라 명명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 역시 다음과 같이 두 .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통계교육 연구의 성장은 통계교육의 위치를 통계학자들만. , , 

이 전유하는 주변 학문에서 수학교육자들도 논의에 참여하는 종합 학문으로 자리잡는 계기

가 되었다 대학 통계교육은 통계학자들이 책임지지만 학교 통계교육의 최일선에서 활동하. 

는 인물들은 다름 아닌 수학교사이다 따라서 초중고 통계교육에 대한 논의는 통계교육에 .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수학교사와 수학교육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수학교, 

육계에서도 통계교육을 중요한 주제로서 진지하게 다루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통계교육 . , 

연구의 성장은 통계교육의 연구 대상을 지식에서 학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철학. , 

심리학 등을 반영한 교육연구 방법론을 갖춘 수학교육 연구자들이 통계교육 연구에 유입되

면서부터 내용 지식이나 교수법에 대한 통계학자들의 고민은 이후 학생이라는 또 다른 연, 

구대상에 의해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는 후술할 통계적 사고 추론과 같은 학습자의 인지적 . , 

측면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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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교육 연구의 태동은 통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함에 따라 이루어

진 데 반해 학교 수준의 통계교육은 계산과 알고리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을 받, 

아왔다 통계교육 연구가 기존의 전문가 양성에서 학교 수준의 통계교육 개선으로 그 지향. 

점을 이동함에 따라 전통적 통계 교수법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통계, 

적 추론 및 통계적 사고 가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statistical reasoning) (statistical thinking)

계기가 되었다 통계교육 연구에서 공식이나 알고리즘으로 형식화된 통계적 도구 대신 학습. 

자의 인지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학이 아닌 수리과2

학으로서 통계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시도한 의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Moore[22] .

통계적 추론과 사고의 특징을 확인하는 연구는 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1990

이는 전통적 통계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수학과 통계학의 학문학적 차이에 주목하[4][31]. 

Table 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ing Statistics; ICOTS 개최 연혁

통계교육 연구의 학문적 성장은 학술지, 학술대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인한 외형적 성장,

그리고 전문가만을 위한 통계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통계교육으로의 기조 변화로 인한 내면적

성장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제

통계교육 연구의 성장기라 명명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 역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

해볼 수 있다. 첫째, 통계교육 연구의 성장은 통계교육의 위치를, 통계학자들만이 전유하는

주변 학문에서 수학교육자들도 논의에 참여하는 종합 학문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

통계교육은 통계학자들이 책임지지만 학교 통계교육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은 다름

아닌 수학교사이다. 따라서 초중고 통계교육에 대한 논의는 통계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수학교사와 수학교육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수학교육계에서도 통계교육을

중요한 주제로서 진지하게 다루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통계교육 연구의 성장은 통계교육의

연구 대상을 지식에서 학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철학, 심리학 등을 반영한 교육연구

방법론을 갖춘 수학교육 연구자들이 통계교육 연구에 유입되면서부터, 내용 지식이나 교수법

에 대한 통계학자들의 고민은 이후 학생이라는 또 다른 연구대상에 의해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는 후술할 통계적 사고, 추론과 같은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토대가

되었다.

5) 제1〜4회 ICOTS는 대회 주제를 선정하지 않았다.



312 History of the Research on Statistics Education, and Statistics Education in Korea

3.3 통계교육연구의발전기 : 통계적추론,사고,소양을위한통계교육의시대

통계교육 연구의 태동은 통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함에 따라 이루어진

데 반해, 학교 수준의 통계교육은 계산과 알고리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

다. 통계교육 연구가 기존의 전문가 양성에서 학교 수준의 통계교육 개선으로 그 지향점을

이동함에 따라 전통적 통계 교수법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통계적 추론

(statistical reasoning) 및 통계적 사고 (statistical thinking)가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통계교육 연구에서 공식이나 알고리즘으로 형식화된 통계적 도구 대신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학이 아닌 수리과학으로서

통계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시도한 Moore [22]의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

통계적 추론과 사고의 특징을 확인하는 연구는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4, 31].

이는 전통적 통계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수학과 통계학의 학문적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수학과 통계학을 학습할 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추론과 사고의 양상 역시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였다. 즉, 통계적 문제해결이라는 실천적 역량 중심의 통계교육을 지향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통계교육 연구자들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그 기초 연구로서 학습자에

주목하게 됨에 따라 통계교육 연구는 이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1990년대는 통계교육에서 통계적 추론과 사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이 통계

교육 연구의 핵심 이슈였다. 그러나 통계적 추론과 사고의 개념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혼용된다

는 점이 연구의 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다. 게다가 기존에 학술적인 엄밀한 정의

없이 상용되던 통계적 소양 또한 추론, 사고와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면서 통계교육 연구에서

이 세 개념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다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특히 1998
년에 개최된 ICOTS-5에서 공유되었으며, 이듬해에 제1회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 연구를

위한 국제 포럼 (International Research Forum on Statistical Reasoning, Thinking, and
Literacy, 이하 SRTL 포럼)을 통해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의 기초적인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된 IASE 위성학술대회 (IASE Satellites)에서 통계적 소양에 대한

논의가 보강된 후, 2002년에 개최된 ICOTS-6에서 학술적인 정의가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 [25].

통계적추론은 통계적 아이디어를 통해 추론하고 통계적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자료의 집합, 자료의 표현, 자료의 통계적 요약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통계적 추론은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 (예를 들어, 중심과

퍼짐), 자료와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통계적 추론은

통계적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통계적 결과를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pp. 7–8].

통계적 사고는 통계적 탐색이 진행된 이유와 방법, 통계적 탐색의 근거가 되는 “포괄적인



Tak Byungjoo & Lee Kyeong-Hwa 313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포괄적인 아이디어에는 변이의 편재를 인식하는 것,

자료를 수치적으로 요약하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자료 분석의 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표집의 본질, 표본을 통해 모집단에 대해 추정하는 방법,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실험 설계가 필요한 이유 등을 이해하는 것도 의미한다. 무작위 현상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 조사 연구를 위해 추정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시기, 이유 등을 이해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또한 통계적 사고에는 조사 연구를 구성하고 그 결론을 유도할 때,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능력, 전체적인 절차 (자료수집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가정을

검증하여 해석에 이르는 과정 등)를 파악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해결된 문제나 통계적인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p.

8].

통계적 소양은 통계적 정보나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데 이용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에는 자료를 조직하고,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자료를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통계적 소양에는 개념, 용어, 기호를

이해하고 확률을 불확실성의 측도로 간주하는 것이 포함된다 [2, p. 7].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이 통계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리잡게 되면

서, 1999년 미국의 통계교육학자인 Joan Garfield와 이스라엘의 통계교육학자인 Dani Ben-

Zvi의 주도로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 연구를 위한 국제 모임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Research on Statistical Reasoning, Thinking, and Literacy, 이하 SRTL)이 결성되었

다. SRTL은 통계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한다는 의미를 연구적 관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Table 4와 같이 2년마다 SRTL 포럼을 개최해왔다. SRTL 포럼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는

『Statistics Education Research Journal(이하 SERJ)』과 같은 통계교육 전문학술지는 물론,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Mathematical Thinking and Learning』과 같

은 사회과학학술지인용색인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급의 수학교육 국제학술

지에 특별호 (special issue) 형태로 게재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통계교육 연구는 이전과 같은 양적 성장 외에 질

적으로도 발전하는 시기를 거쳐 왔다. 이러한 국제 통계교육 연구의 발전기에 드러나는 특

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계교육 연구는 통계교육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에 따라 비로소 일관된 방향과 함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전통적

통계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선언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은

통계교육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만큼 학술적인 정의가 이루어진 후, Table

4와 같이 변이성, 분포, 통계적 추리 등 핵심적인 통계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통계교육의

목적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관점 하에 연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통계교육 연구는 질적 발전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발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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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Collaboration for Research on Statistical Reasoning, Thinking, and Literacy, SRTL)

이 결성되었다 은 통계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한다는 의미를 연구적 관점에서 구체화하. SRTL

기 위해 와 같이 년마다 포럼을 개최해왔다 포럼에서 논의된 연<Table 4> 2 SRTL . SRTL 

구 결과는 이하 과 같은 통계교육 전문학Statistics Education Research Journal( SERJ)『 』
술지는 물론,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 Mathematical Thinking and 『 』 『

과 같은 사회과학학술지인용색인 급의 수Learning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
학교육 국제학술지에 특별호 형태로 게재되기도 하였다(special issue) .

회차 연도 주제 개최도시 개최국( )

제 회1 년1999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 , 베에리 이스라엘( )

제 회2 년2001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의 설명 지도 평가의 어, , , , 

려움 아미데일 호주( )

제 회3 년2003 변이성에 대한 추론 링컨 미국( )

제 회4 년2005 분포에 대한 추론 오클랜드 뉴질랜드( )

제 회5 년2007
통계적 추리에 대한 추론 가능성과 자료를 연결: 

하는 혁신적인 방식
워릭 영국( )

제 회6 년2009 비형식적인 추리 추론에서 맥락과 근거의 역할 브리즈번 호주( )

제 회7 년2011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에서 표본과 표집에 대한 추

론 발달의 새로운 접근
텍셀아일랜드 네덜란드( )

제 회8 년2013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맥락에서 불확실성에 대

한 추론
미니애폴리스 미국( )

제 회9 년2015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맥락에서 모델과 모델링
에 대한 추론

파더보른 독일( )

제 회10 년2017
자료 가능성 맥락을 연결하는 통계적 모델링의 , , 
혁신

로터루아 뉴질랜드( )

포럼 개최 연혁<Table 4> International Research Forum on SRTL; SRTL .

년대부터 년대에 이르기까지 통계교육 연구는 이전과 같은 양적 성장 외에 질1990 2000

적으로도 발전하는 시기를 거쳐 왔다 이러한 국제 통계교육 연구의 발전기에 드러나는 특. 

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계교육 연구는 통계교육에서 추구하. , 

는 목적을 분명히 함에 따라 비로소 일관된 방향과 함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전통. 

적 통계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선언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통계적 추론 사고, , 

소양은 통계교육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만큼 학술적인 정의가 이루어진 

후 와 같이 변이성 분포 통계적 추리 등 핵심적인 통계적 아이디어를 중심으, <Table 4> , , 

로 통계교육의 목적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관점 하에 연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통계교육 연구는 질적 발전뿐만 아니라 양적

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년에 창간된 통계교육 전문학술지인 에는 . 2002 SERJ
학생의 추론과 이해 등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논문이 과 같이 대<Figure 1>

다수 게재되었다 특히 핵심적인 통계적 아이디어별로 학습자의 추론과 이해에 대한 분석. , 

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교수 학습에 대한 연구로 환원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연구로서의 -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4. International Research Forum on SRTL; SRTL 포럼 개최 연혁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02년에 창간된 통계교육 전문학술지인 SERJ에는 학생의 추론과 이해

등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논문이 Figure 1과 같이 대다수 게재되었다. 특히,

핵심적인 통계적 아이디어별로 학습자의 추론과 이해에 대한 분석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교수-

학습에 대한 연구로 환원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1 년 > Categories used to papers in SERJ from 2002~2009; 2002~2009 SERJ 
게재 논문의 연구 주제별 분류[3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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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과제와 제언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의 추상을 교실 내 수업 실제로 변환시키는 ,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도를 그대로 구현하는 전달[19]. 

자로서 교사를 바라본다면 통계교육의 적절한 목적과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만으로, 

도 통계교육 개선의 과업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사는 의도된 교육과정. 

과 실행된 교육과정 사이의 매개자이다 즉 동일한 교육과정이 주어지더라도 교사의 역량. , 

과 그 외에도 다양한 맥락 요인들로 인해 실제 수업 실행은 다르게 나타나게 마련이다[20]. 

따라서 전통적 통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통계교육의 움직임은 교사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년도에 미국통계협회 에서 발행한 통계교육 평2007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
가 지도 지침 이하 (Guidelines for Assessment and Instruction in Statistics Education, ・

보고서 는 그동안 통계교육 연구에서 주변적 관심에 머물렀던 교사에게 통계GAISE) [7] , 』
교육 개선을 위한 실천가의 지위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고서는 통. GAISE 

계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통계적 소양의 함양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 , 

체제를 교사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발행된 지침서이다 그러나 통계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이. 

러한 일회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통계교육을 ,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

다.

수학교사들은 전형적인 수학 전공자들이다 그러나 수학 전공자들이 수강하는 이론통계학만으로. 

는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여러 가지 통계 주제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지 않다 많은 대학에서 교. 

Figure 1. Categories used to papers in SERJ from 2002〜2009; 2002〜2009년 SERJ 게재 논문의

연구 주제별 분류 [3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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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통계교육연구의향후과제 : 통계적소양함양을위한교사교육

교사는 과제와 제언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의 추상을, 교실 내 수업 실제로 변환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19].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도를 그대로 구현하는 전달

자로서 교사를 바라본다면, 통계교육의 적절한 목적과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만으로도

통계교육 개선의 과업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사는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 사이의 매개자이다. 즉, 동일한 교육과정이 주어지더라도 교사의 역량과 그

외에도 다양한 맥락 요인들로 인해 실제 수업 실행은 다르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20]. 따라서

전통적 통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통계교육의 움직임은 교사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2007년도에 미국통계협회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한『통계교육 평

가・지도 지침 (Guidelines for Assessment and Instruction in Statistics Education, 이하

GAISE) 보고서』[7]는 그동안 통계교육 연구에서 주변적 관심에 머물렀던 교사에게, 통계교육

개선을 위한 실천가의 지위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GAISE 보고서는 통계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통계적 소양의 함양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 체제를 교사

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발행된 지침서이다. 그러나 통계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이러한 일회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통계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수학교사들은 전형적인 수학 전공자들이다. 그러나 수학 전공자들이 수강하는 이론통계

학만으로는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여러 가지 통계 주제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지 않다. 많은

대학에서 교사들은 증명 중심의 수리통계학만을 수강하고 자료 분석을 다루는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다 [8, p. 5].

“학교수학에서의 통계교육 : 교사교육의 난제”를 주제로 개최된 제8회 IASE 원탁회의

는 국제수학수업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Mathematical Instruction, 이하

ICMI)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6) 이는 통계교육의 개선 방향이 어느 정도 합의된 통계교육

연구의 발전기 이후, IASE에서 교사교육을 핵심 주제로 다룬 최초의 회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 다루어진 연구 결과가 단행본 [1]으로 발행된 이후, 해외에서도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계교육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15년도에 ASA

에서 발행한『통계 교사교육 (The Statistical Education of Teachers) 보고서』[8]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통계교육 연구 중 교사교육으로 분류

되는 연구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15]. 즉, 통계교육 개선을 위한 교사교육 연구는 해외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 남아 있다.

6) 제8회 IASE 원탁회의는 제18회 ICMI 연구와 겸하여 두 기관의 연합연구 (Joint ICMI/IASE Study)로 개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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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통계교육과통계교육연구의실태

4.1 20세기한국의통계교육

정부 기관의 대표가 ISI 세계통계대회 (World Statistics Congress)에 처음 참석한 것은

1969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37회 대회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전에 민간 수준에서는 1960

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32회 대회에 참석하여 통계학과 통계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통계 연구 및 전문지식 보급이라는 목적으로 1963년에 대한

통계협회 (現한국통계진흥원)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통계교육의 맹아를 틔우게 되었다. 같은

해에 우리나라 최초의 통계학과가 고려대학교에 만들어졌으며, 이후 이 학과의 김준보 교수

(1915〜2007)에 의해 1971년, 한국통계학회가 창립되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통계교육이 해외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p. 47].

우리나라 최초의 통계학 전문 서적인『현대통계학 (김준보 저, 민중서관)』은 1954년에 출판되

었다. 또한, 교수요목기에 사용했던 교과서 [6]에서는 통계 단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통계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국가가 일을 계획하는 데라든지 또는 개인이 일을 경영하는

데라든지 또는 학술을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때가 많은 것이다. 통계는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 이것을 “통계 수표”라 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통계 수표에 있는

사실의 대강을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한 눈으로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는 편리가 있는

것이다. 통계를 그림으로 그린 표를 “통계 그림표”라 한다 [6, p. 27].

또한, Figure 2와 Figur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수요목기에 발행된 수학 교과서가

비록 오늘날 교과서와 용어, 개념, 설명 방식 등에서 여러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외에서

이루어진 학교 수준에서의 통계교육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볼 때 특별히 뒤처진다고 볼 수는

없다.

<Figure 2> Frequency distribution 
described in a mathematics 

교수요textbook on Syllabus Period; 
목기 교과서의 도수분포 관련 내용[6, 
p. 32]

  
<Figure 3> Frequency distribution 
described in a mathematics textbook on 

개정교과서의 도수2009 curriculum;  2009 
분포 관련 내용[5, p. 150]

그러나 세기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통계교육은 대수 기하와 달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20 , 
것으로 보인다 우정호 는 우리나라의 통계교육이 그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다음과 . [32]
같이 지적하였다.

실세계의 이해와 예측을 위한 자료분석 도구로서의 통계의 실제를 가르치기보다는 지적 도전이 
없는 인위적인 예를 통한 자료정리 기법과 통계치의 계산 및 확률분포이론이라는 수학을 가르치
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32, p. 8].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전통적 통계교육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국외에서 통계교육 3 , 
연구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년대부터 이루어지면서 를 통해 그 논의를 발전시켜 1980 ICOTS
나갔다 그리고 통계교육 연구의 발전기를 통해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이라는 통계교육의 . , ,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에 참석하여 연구 . ICOTS
결과를 발표하고 교류를 시도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학 연구가 . 
이 시기에 탄생하여 그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통계교. , 
육은 수학교육학 연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부수적인 관심 대상이거나 혹은 간과되는 내용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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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수학교육 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교육 학술지로 알A 『 』
려져 있다 이영하와 심효정 은 년부터 년까지 년간 수학교육 에 게재된 . [17] 1963 2002 40 『 』

편의 논문 중 확률과 통계를 내용 영역으로 다룬 논문 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확률816 74 . 
론이나 수리통계학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을 취한 내용학 논문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통계
교육 연구가 수행된 논문은 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의 통계교육 연구는 12 . 

Figure 2. Frequency distribution described in a mathematics textbook on Syllabus Period;
교수요목기 교과서의 도수분포 관련 내용 [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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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requency distribution 
described in a mathematics 

교수요textbook on Syllabus Period; 
목기 교과서의 도수분포 관련 내용[6, 
p. 32]

  
<Figure 3> Frequency distribution 
described in a mathematics textbook on 

개정교과서의 도수2009 curriculum;  2009 
분포 관련 내용[5, p. 150]

그러나 세기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통계교육은 대수 기하와 달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20 , 
것으로 보인다 우정호 는 우리나라의 통계교육이 그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다음과 . [32]
같이 지적하였다.

실세계의 이해와 예측을 위한 자료분석 도구로서의 통계의 실제를 가르치기보다는 지적 도전이 
없는 인위적인 예를 통한 자료정리 기법과 통계치의 계산 및 확률분포이론이라는 수학을 가르치
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32, p. 8].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전통적 통계교육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국외에서 통계교육 3 , 
연구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년대부터 이루어지면서 를 통해 그 논의를 발전시켜 1980 ICOTS
나갔다 그리고 통계교육 연구의 발전기를 통해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이라는 통계교육의 . , ,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에 참석하여 연구 . ICOTS
결과를 발표하고 교류를 시도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학 연구가 . 
이 시기에 탄생하여 그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통계교. , 
육은 수학교육학 연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부수적인 관심 대상이거나 혹은 간과되는 내용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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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수학교육 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교육 학술지로 알A 『 』
려져 있다 이영하와 심효정 은 년부터 년까지 년간 수학교육 에 게재된 . [17] 1963 2002 40 『 』

편의 논문 중 확률과 통계를 내용 영역으로 다룬 논문 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확률816 74 . 
론이나 수리통계학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을 취한 내용학 논문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통계
교육 연구가 수행된 논문은 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의 통계교육 연구는 12 . 

Figure 3. Frequency distribution described in a mathematics textbook on 2009 curriculum;
2009 개정교과서의 도수분포 관련 내용 [5, p. 150]

그러나 20세기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통계교육은 대수, 기하와 달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정호 [32]는 우리나라의 통계교육이 그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실세계의 이해와 예측을 위한 자료분석 도구로서의 통계의 실제를 가르치기보다는 지적

도전이 없는 인위적인 예를 통한 자료정리 기법과 통계치의 계산 및 확률분포이론이라는

수학을 가르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32, p. 8].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전통적 통계교육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국외에서 통계교육

연구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지면서 ICOTS를 통해 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통계교육 연구의 발전기를 통해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이라는 통계교육의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ICOTS에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교류를 시도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학 연구가 이

시기에 탄생하여 그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통계교육은

수학교육학 연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부수적인 관심 대상이거나 혹은 간과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7)

4.2 한국통계교육연구의실태와동향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A『수학교육』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교육 학술지로 알려져

있다. 이영하와 심효정 [17]은 1963년부터 2002년까지 40년간『수학교육』에 게재된 816

편의 논문 중 확률과 통계를 내용 영역으로 다룬 논문 74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확률론이나

수리통계학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을 취한 내용학 논문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통계교육 연구가

수행된 논문은 12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의 통계교육 연구는 1970년대부터

성장하면서 빠르게 발전해나간 반면, 20세기까지 우리나라의 통계교육 연구는 양적으로도,

7) 이 절의 내용은 [16]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318 History of the Research on Statistics Education, and Statistics Education in Korea

년대부터 성장하면서 빠르게 발전해나간 반면 세기까지 우리나라의 통계교육 연구1970 , 20

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 성장이 매우 더뎠다고 볼 수 있다, .

와 같이 년대는 우리나라에 수학교육 학술지가 다양해지고 해외 연구의 <Figure 4> 2000

수용과 보급이 활발해진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 통계교육 연구는 세기에 비해 . 20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해외 연구를 지엽적으로 모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수

준에만 주목하였다 혹은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이 통계 수업 프로그램이나 모형[16, p. 53]. , , 

혹은 사례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수준의 비실험 개발 연구 위주로 통계교육 연구가 수행되었

고 수학교육 연구자들의 참여가 적고 실제 적용 가능한 환경적 여건도 부족하여 개발한 수, 

업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근거가 뒷받침되기 어려웠다, [29].

<Figure 4>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on statistics 

연도에 따른 통계교육 연구논문 편수 분포education. [29, p. 

276]

구체적으로 탁병주와 이경화 는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별로 년대 이후 , [29] , , 2000

발행된 국내 통계교육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계교육의 연구 동, 

향은 크게 년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년부터 년까지 발행2010 . 2000 2016
된 국내 통계교육 연구논문 편99 7) 중 인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 총 편 이었는 49 (49.5%)

데 이 중 편이 년 이후에 발행된 것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비교사 및 현직, 31 2010 . , 

교사 대상의 연구논문 편 중 편이 년 이후 발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연구 방법의 11 10 2010 . 

관점에서도 년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비실험 개발 연2010 . 

구로 년부터 년까지 총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이 중 편이 년 이전에 2000 2016 11 9 2010

게재된 것이다 반면 질적 연구 및 혼합 연구와 같은 사회과학 연구방법이 적용된 통계교. , 

육 연구논문의 수는 년 이전 편 에 비해 년 이후 편 가 월등히 많다 연구 주2010 (8 ) 2010 (26 ) . 

제 역시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하는 추론 및 이해 의 범주로 분류된 통계교육 연구“ ”
논문 편 중 편이 년 이후에 게재된 것이다26 19 2010 .

7) 한국수학사학회지 외에도 수학교육학연구 학교수학 수학교육 초등수학교육 수학교육논 < > < >, < >, < >, < >, <
문집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교과교육학연구 영재교육연구 등 총 >, < >, < >, < >, < > 

종에 게재된 통계교육 연구논문의 편수를 합한 것이다10 .

Figure 4.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on statistics education; 연도에 따른 통계교육

연구논문 편수 분포 [29, p. 276]

질적으로도 그 성장이 매우 더뎠다고 볼 수 있다.

Figure 4와 같이 2000년대는 우리나라에 수학교육 학술지가 다양해지고 해외 연구의 수용

과 보급이 활발해진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 통계교육 연구는 20세기에 비해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해외 연구를 지엽적으로 모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수준에만

주목하였다 [16, p. 53]. 혹은,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이 통계 수업 프로그램이나 모형, 혹은

사례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수준의 비실험 개발 연구 위주로 통계교육 연구가 수행되었고,

수학교육 연구자들의 참여가 적고 실제 적용 가능한 환경적 여건도 부족하여 개발한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근거가 뒷받침되기 어려웠다 [29].

구체적으로, 탁병주와 이경화 [29]는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별로 2000년대 이후

발행된 국내 통계교육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계교육의 연구

동향은 크게 2010년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국내 통계교육 연구논문 99편8) 중 인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 총 49편 (49.5%)이었는데, 이

중 31편이 2010년 이후에 발행된 것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대상의

연구논문 11편 중 10편이 2010년 이후 발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연구 방법의 관점에서도 2010

년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비실험 개발 연구로 2000년부터 2016

년까지 총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이 중 9편이 2010년 이전에 게재된 것이다. 반면, 질적

연구 및 혼합 연구와 같은 사회과학 연구방법이 적용된 통계교육 연구논문의 수는 2010년

이전 (8편)에 비해 2010년 이후 (26편)가 월등히 많다. 연구 주제 역시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하는 “추론 및 이해”의 범주로 분류된 통계교육 연구논문 26편 중 19편이 2010년 이후에

게재된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통계교육의 성장기는 2010년 전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부터 국내에서

8) <한국수학사학회지> 외에도 <수학교육학연구>, <학교수학>, <수학교육>, <초등수학교육>, <수학교육논문
집>,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교과교육학연구>, <영재교육연구> 등 총 10
종에 게재된 통계교육 연구논문의 편수를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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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연도
총 

편수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인간 

비대상

예비, 

현직교사

비실험 

개발 연구

질적 혼합 , 

연구
교수 학습, 추론 이해, 

2000~2009 46 28 1 9 8 27 7

2010~2016 53 22 10 2 26 31 19

합계 99 50 11 11 34 58 26

년 <Table 5> The research trend on statistics education before and after 2010. 2010

전후 국내 통계교육 연구 동향

요컨대 우리나라 통계교육의 성장기는 년 전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부터 국내에서 , 2010 . 

통계교육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국내 통계교육 연구의 새로

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통계학에 대한 교수학적 지식 교육 연구에 대한 방법적 이. , 

해를 갖춘 연구자의 등장은 통계교육 연구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모두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나 인간 대상의 실험연구 및 관찰연구. , 

가 통계교육 연구의 방법론으로 채택되면서 통계교육 연구의 방법이 다양화 체계화되었다, 

또한 추론과 이해 사고와 같이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 또한 [29, p. 281]. , , 

이 시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통계교육 연구의 국제적인 동향과 그 간극을 빠르게 좁혀
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행한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 ‘
연구 는 이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통계적 소양이라는 [14]’ 2015 , 

통계교육의 목적이 국가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었다 통계적 소양 함양을 위한 실. 

질적인 통계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향후 국, 

내에서 수행된 통계교육 연구의 방향이 정립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 그리고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는 통계는 현대 정보화 , , , 

사회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고 확률을 이해. , , , 

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 

있다[21, p. 35]. 

결론5.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육 연구와 대비하여 통계교육 연구의 특징을 고찰하였고 통계교육 , 

연구의 특징은 결국 수학과 대비되는 통계학의 학문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임
을 확인하였다 또한 와 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적 발. , ISI IASE

달 과정을 분석하였고 각 시기별 통계교육 연구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 . , 

통계교육의 역사를 간략히 조명한 후 국내 통계교육 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국제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제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는 태동기 성장기 발전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는데 이, , , , 

는 각각 전문가 양성 학교 교육의 개선 학습자 중심의 연구라는 의 기조에 따라 분류, , IASE

된 것이다 통계교육의 필요성은 수학에 비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종속성이 크다. , . 

Table 5. The research trend on statistics education before and after 2010; 2010년 전후 국내

통계교육 연구 동향

통계교육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국내 통계교육 연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통계학에 대한 교수학적 지식, 교육 연구에 대한 방법적 이해를

갖춘 연구자의 등장은 통계교육 연구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모두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나, 인간 대상의 실험연구 및 관찰연구가 통

계교육 연구의 방법론으로 채택되면서 통계교육 연구의 방법이 다양화, 체계화되었다 [29, p.

281]. 또한, 추론과 이해, 사고와 같이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 또한 이 시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통계교육 연구의 국제적인 동향과 그 간극을 빠르게 좁혀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행한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14]는 이후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통계적 소양이라는

통계교육의 목적이 국가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었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 그리고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는 통계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고,

확률을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21, p. 35].

통계적 소양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통계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연구를 통해 뒷받

침되어야 하지만, 향후 국내에서 수행된 통계교육 연구의 방향이 정립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육 연구와 대비하여 통계교육 연구의 특징을 고찰하였고, 통계교육

연구의 특징은 결국 수학과 대비되는 통계학의 학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ISI와 IASE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분석하였고, 각 시기별 통계교육 연구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통계교육의 역사를 간략히 조명한 후 국내 통계교육 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국제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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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는 태동기, 성장기, 발전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각각 전문가 양성, 학교 교육의 개선, 학습자 중심의 연구라는 IASE의 기조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통계교육의 필요성은 수학에 비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종속성이 크다. 따라서

초기의 통계교육 연구는 자연스럽게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그러나 시민교육이라는 교육의 민주화 움직임은 통계교

육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 수준의 통계교육 개선을 지향함에 따라 통계교육 연구는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등에 맞추어 폭넓은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내용 지식 외에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통계교육 연구는 다양한 교육학 연구방법론을 수용하여

질적으로도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IASE를 비롯한 국제 통계교육계의 차기 과제는 통계교육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교사교육

연구이다. 이러한 방향은 우리나라 통계교육계에도 크게 영향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수학교육 연구에서 교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교사

연구회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현장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교육에서도 2010년을 기점으로 교사교육에 주목하여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통계청 산하 통

계교육원에서 통계교사연구회를 조성하여 통계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충분한 연구적 근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통계교육 연구 중 교사교육 연구는 그 시의적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15, 29].

그러나 교사교육 연구가 실제 통계 수업의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험 연구와 비실험

연구의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교육 연구는

산발적으로 나열되는 경향이 있어, 실험 연구와 비실험 연구 간의 상호 환류를 통한 질적 성장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수학교육 연구자뿐만 아니라 통계학자와 수학자들도

참여하는 통계교육 연구공동체가 형성되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 활동의 결과를 담은 독자적인 학술지 발행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29, pp. 282–283].

둘째, 비록 국내 통계교육의 역사는 매우 늦게 시작되었으나 현재 크게 뒤처진 수준은 아

니며 201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쫓아가고 있다.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계교육의

목적으로서 통계적 소양을 명시하면서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였고, 추론, 이해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기초 연구는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교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통계교육

연구논문의 편수가 절대적으로 좌지우지되는 얕은 저변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통계교육 연구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국내의 통계교육 연구가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학술교류가 필요하다. 아직 ICME에 비해 ICOTS는 관심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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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국내 참여자도 거의 없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통계교육 연구자들이 지난 201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ICME-13의 통계교육 분과(Topic Study Group 15)에 참여하여 발표한

바 있다. 국내 통계교육 연구자들이 국내의 연구성과를 ICOTS와 같은 국제학술대회, SERJ와

같은 국제 통계교육 학술지에 공유하는 대외지향적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2017년 5월에 게재된 SERJ 16권 1호에 게재된 25편의 논문 중 11편이 통계적 소양을 주제

로 다루고 있다. 이미 2000년 전후로 통계적 소양이 국제 통계교육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도 통계적 소양은 통계교육 연구의 주요한 화제이다. 우리나라의

통계교육 연구 역시 최근 통계적 소양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 흐름에 많이 근접해온

만큼, 통계적 소양의 함양이라는 목표 설정에 맞는 교수・학습 연구가 국내에서 더욱 활성화

된다면 국내 통계교육 연구가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 통계교육 연구는 학생과 교사의 추론, 이해와 같은 인지적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해왔으므로 이 연구 결과들을 다시 교수・학습 연구로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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