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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xperiments and Two Interpretations
of Probability in《Probability and Statistics》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확률과 통계》의 시행과 두 가지 확률에 대한 고찰 및 교육적 시사점

Lee Gi Don 이기돈

Empirical probability and classical probability, which are two interpretations of
Kolmogorov’s axiom, are two ways to recognize the chances of events occurring
in the real world. In this paper, I analyzed and suggested the contents of the high
school textbooks《Probability and Statistics》, associated with two interpretations of
probability and experiments on which two interpretations are based. By present-
ing the cases required expressly stating what the experiment is for supporting stu-
dents’ understanding of some concepts, it was discussed that stating or not stating
what the experiment is should be carefully determined by the educational intent.
Especially, I suggested that in the textbooks we contrast the good idea of calculat-
ing the ratios of two possibilities in the imaginary world of the classical probability
with the normal idea of grasping the chances of events through the frequencies in
the real world of the empirical probability, with distinguishing the experiments in
two interpretations of probability. I also suggested that in the textbooks we make
it clear that the Weak Law of Large Numbers justifies our expectations of the fre-
quencies’ reflecting the chances of events occurring in the real world under ideal
conditions. Teaching and learning about the aesthetic elements and the practical-
ity of imaginary mathematical thinking supported by these textbooks statements
could be one form of Humanities education in mathematics as STEAM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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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통계적 사고와 그 기반이 되는 확률적 사고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일반 과목이었던《확
률과 통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또,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영역 두 가지 유형의 공통 시험범위인 이 과목은 2021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기하》가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는 중에도 변함없이 공통 시험과목으로

선정되었다.
확률교육 연구는 확률적 사고의 발달이나 직관의 파악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지도 방법

등 학생의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6]. 반면 확률은 개념 자체가 난해한 측면이 있다.
확률은 17세기 Pascal과 Fermat가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그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논쟁이 이어지다가 1900년에 이르러 Hilbert가 공리화를 요청하고 이후 Kolmogorov가
1933년에 제안한 공리에 의해 그러한 논의가 일단락되는 등 수학적인 개념 정립에 어려움
이 있었다. 한편, Mellor [13]에 의하면 철학적으로 확률 개념은 가망성(chance), 인식론
적 확률(epistemic probability), 주관적 확률(subjective probability)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확률에 대한 개념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관점을
취한다.
이 논문에서는 Kolmogorov 공리의 두 가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적 확률과 수

학적 확률을 현실계의 사건이 일어날 가망성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고 두 해석의

바탕이 되는 시행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에 기반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확률

과 통계》교과서의 시행과 두 가지 확률 관련 내용을 분석 및 제언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러한 분석 및 논의는 2019년부터 사용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교과서의 집필, 심사, 선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행과 통계적 확률 및 수학적 확률

2.1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에서 시행의 반복가능성

2009 개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는《확률과 통계》과목의 확률 부분〈용어

와 기호〉에서 ‘통계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뿐 아니라 그보다 먼저 ‘시행’을 나열하였

다. 통계적 확률은 여러 번의 시행을 전제로 하고 수학적 확률에서 상정하는 표본공간도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행은 이 두 가지 확률 해석의 바탕이 되는 주요한 개념

이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확률론이나 통계학 교재에서는 ‘시행’ 대신 ‘실험’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3, 7, 8, 12, 18]. 대한수학회에서 발행한 표준 수학용어집을 참고하
면 ‘experiment’는 ‘실험, 시행’으로, ‘random experiment’는 ‘확률실험’으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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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periment’의 번역어로서 확률론이나 통계학 교재는 ‘실험’을, 교육과정 문서와 교
과서는 ‘시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에서는 ‘시행’을 “같은 조건에서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교과서A1)]”로 정의한다. 확률론이나통계학교재에서는
수학적확률의전제로서의 ‘실험’을 ‘같은조건하의반복가능성’이라는속성없이 ‘여러가지

결과가가능함’, ‘결과를확실히알수없음’, ‘정연한행위’ 등의개념만으로다음과같이설명
한다.

·가능한결과가하나가아니라여러개일때 ... [7]
·그결과를확실히알수없는장치 [18]
·어떤결과를관찰하기위한일련의잘정리된행위 [8]

또,아래문제1과같이반복될수없는시행에대해서도수학적확률을구할수있다.

문제1. 한번 던지고 결과를확인한직후 녹아버리는 공정한 주사위가 있다. 이주사위를
던질때 1의눈이나올확률을구하시오.

이와같이수학적확률을정의하고계산하는데있어시행이같은조건하에서반복가능하다

는속성을갖출필요는없다. 반면통계적확률은관심을갖고있는사건이발생한횟수의총
시행횟수에대한비율,즉상대도수를통해정의된다. 시행이한번만가능할때상대도수의
값은 0이나 1둘중의하나로서사건이발생할가능성에대한정보를적절하게제공할수없다
[13]. 또, 반복되는 시행이 같은 조건하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때의 상대도수는 동일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없다. 통계적 확률에서의 시행은 같은
조건하에서반복가능해야한다는속성을전제로한다.

2.2 두가지확률의배경 : 현실계와상상계

통계적확률에서시행은여러가지제약이있는현실세계에서실제로반복적으로실행된다.
실험을실제로여러번반복하여어떤사건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하는것은현실세계에서의

경험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21]. 반면 수학적 확률에서는 한 번의
시행을 통해서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수학적 확률이 시행을 현
실세계에서 실제로 실행하여 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확률의 값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통계적확률과는달리수학적확률은시행을상상함으로써확률의값에대한정보를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 9종의《확률과 통계》교과서를 A, B, ... , I 로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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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다. 예를 들어, 위 2.1절의 문제1에서 실제로 그러한 주사위를 던지고 결과를 관찰하는
대신그러한시행과가능한경우들을상상하여수학적확률을계산한다.
통계적확률과수학적확률에서의시행이각각현실세계와상상속에서이루어진다는것은

이두가지확률이 Kolmogorov공리를각각현실계와상상계2)라는두가지이질적세계를

배경으로해석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상황을시행의반복가능성속성의필요여부와
관련시켜정리하면,통계적확률은같은조건을만들어시행을반복하는것이엄밀한의미에서
쉽지않은현실계를배경으로해석함에도개념상같은조건하에서반복가능한시행을전제로

한다. 반면수학적확률은같은조건하에서시행을얼마든지반복할수있는상상계를배경으로
해석하지만시행개념에반복가능성이라는전제는필요없다.

2.3 통계적확률과수학적확률의관계

수학은현실계를바탕으로상상계에서상상한다 [11]. 잘알려진삼각형의세내각의크기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은 현실계에 존재하는 삼각형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종이
삼각형을 오려서 세 내각을 한 꼭짓점에 모아 관찰하는 실험을 제시한다. 동일한 문제를 한
점을지나면서다른직선에평행한직선이단하나존재(Euclid제5공준의변형)하고그래서

평행한 한 쌍의 직선에서 엇각이나 동위각끼리 서로 같다고 가정된 상상계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때는 삼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그 꼭짓점을 지나지 않는 변과 평행한 직선을 그은 후
엇각이나동위각의성질을이용하여문제를해결한다.
이상상계에서 Euclid제5공준에의한평행선의유일성은현실계에서의실험에의해확인될

수없다. 현실계의어떤삼각형에서세내각의크기의합이 180 ◦에매우가깝다는실험결과는

상상계에서삼각형의세내각의크기의합이두직각과같음을논리적으로함의하지않고그

역도마찬가지다. 두가지방법은서로의진위를완전하게보증하지못한다.

세계 삼각형의세내각의크기의합 확률

현실계 측정하여구하기 (사건이발생한횟수)/(총시행한횟수)

상
상
계

방법
평행선을 긋고 엇각이나 동위각을
이용하여구하기 (해당근원사건의개수)/(표본공간의크기)

가정 Euclid제5공준 표본공간은일어날가능성이같은근원사건들로
이루어져있다.

Table 1. Calculating the sum of the three interior angles in a triangle and probability in the
real and imaginary worlds;현실계와상상계에서삼각형의세내각의크기의합과확률구하기

통계적 확률에서의 상대도수와 수학적 확률은 각각 현실계와 상상계를 배경으로 그 값을

2) 이논문에서현실계는우리가살아가는이물리적인세계를,상상계는논리적으로상상가능한세계를의미한다.
예를 들어, 종이에 그린 원은 현실계에, 그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하는 원은 상상계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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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는 점에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위 두 가지 방법에 비유될 수 있다

[Table 1]. Mellor [13]도《Probability: a philosophical introduction》에서가능성의측
도가어떤세계를배경으로이루어지는지에따라확률을현실에서의것(applied probability)
과 순수 수학적인 것(pure probability)으로 구분하고, 이것들을 각각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합을실제지구표면과 Euclid기하학체계에서구하는것에비유하였다.3)이때통계적
확률에서의상대도수와수학적확률은삼각형의세내각의크기의합을구하는두가지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질적인 두 세계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으
로서 서로의 타당성을 완전하게 보증할 수 없다. 또, 현실계의 사건 그 자체의 속성으로서의
그사건이일어날가망성(chance)4)은우리의인식과독립적인것으로서상상계를기반으로
그것을해석하는수학적확률과의일치는선험적으로정당화될수없다 [13]. 때문에아래의
‘큰 수의 약한 법칙’에 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도수의 극한으로서의 통계적 확률이

사건의가망성과일치한다는점을고려하면통계적확률과수학적확률의일치도선험적으로

정당화될수없다. 오히려이러한수학적확률의한계는사건의가망성을현실계를기반으로
해석하는 통계적 확률에서의 상대도수를 참고하여 각 근원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

하도록표본공간을구성함으로써보완될수있다 [13]. 이러한상황을도식적으로표현하면
Figure 1과같다.

Figure 1. Chance, frequency, and classical probability; 가망성, 상대도수, 수학적 확률

교과서에서는이항분포를통해 ‘큰 수의 [약한]법칙’을 설명하면서통계적확률과수학적
확률의 관계를 다룬다. 확률론 교재로부터 ‘큰 수의 약한 법칙’의 서술과 증명을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3, 7].

3) Mellor의 논의는 인식론적 관점에 따른 세 가지 확률의 부류들(가망성(chances), 인식론적 확률(epistemic
probabilities), 주관적 확률(subjective probabilities))과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과 같은 확률 해석
들을 현실에서의 확률(applied probability)의 입장에서 종합하는 것으로서, 수학적 확률이 순수 수학적일
수만있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학교수학에서다루는수학적확률은필요한가정들을현실계로부터
얻지 않고 그것들을 이미 가정하고 있는 상상계로부터 취한다는 점에서 순수 수학적이다.

4) ‘가망성(chance)’은 ‘가능성(possibility)’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번역어이다. Mellor [13]에 의하면 우리
의 인식과 독립적인 사건 자체의 속성인 ‘가망성’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의해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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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수의약한법칙. X1, X2, · · · 가동일한분포를가지는서로독립인확률변수들(*)일때
E(Xi) = µ라하면임의의 ϵ (>0)에대하여다음이성립한다.

lim
n→∞

P
(∣∣∣∣X1 + · · ·+ Xn

n − µ

∣∣∣∣ ≥ ϵ

)
= 0 (1)

Proof. V(Xi) = σ2일때, Chebyshev부등식으로부터

P
(∣∣∣∣X1 + · · ·+ Xn

n − µ

∣∣∣∣ ≥ ϵ

)
≤ σ2

n ϵ2 → 0 (n → ∞일때) (2)

위증명에서 Chebyshev부등식 P( |X − E(X)| ≥ ϵ ) ≤ V(X )/ϵ2 는

E
(
X1 + · · ·+ Xn

n

)
=

n∑
i=1

1
nE(Xi) = µ (3)

V
(
X1 + · · ·+ Xn

n

)
=

n∑
i=1

1
n2V(Xi) =

σ2

n (4)

을통해 사용된다. 그런데 (3)과 (4)는 X1, X2, · · · , Xn이동일한 분포를 가지는 서로 독립

인 확률변수들일 때 성립한다. 즉, ‘큰 수의 약한 법칙’은 그 서술에서 전제된 조건 (*) 하에
성립한다.
현실계에서이루어지는한번의시행에서사건 A가일어날확률이 p일때이전의시행들과

독립인 i번째의시행에서사건A가일어나면 Xi = 1,그렇지않으면 Xi = 0이라고하자. ‘큰
수의약한법칙’을 적용하면임의의 ϵ (>0)에대하여

lim
n→∞

P
(∣∣∣∣X1 + · · ·+ Xn

n − p
∣∣∣∣ ≥ ϵ

)
= 0 (5)

이성립하므로 n → ∞일때통계적확률에서의상대도수 (X1 + · · · +Xn)/n이 p와충분히
가까워질확률의극한값은 1이다. 이때확률 p는현실계의사건그자체의가망성으로서,수학
적 확률과 그 가망성의 일치가 선험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13] 수학적 확률이라고
확언할수없다. 한편조건 (*)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무한히많은시행을똑같이공정하게
실행해야한다. 이것은시행을무한히많이실행할수없는현실계에서는불가능하다. 무한이
라는 조건을 차치하더라도 물리적 상황의 완벽한 통제가 어려운 현실계에서는 매 시행을 똑

같이공정하게실행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거나가능하더라도그렇다는것을확인할방법이

없기때문에확신할수없다 [4]. ‘큰 수의약한법칙’에 의한통계적확률과가망성의일치는
현실계가아닌조건 (*)이가정된상상계에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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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률과통계》에서시행과두가지확률관련내용에대한분석및제언

3.1 문제나풀이에서시행의명시

통계적확률이나수학적확률은시행을전제로하기때문에그계산을위해서는시행이무엇

인지를명확히해야한다. 교과서에서수학적확률을묻는문제의지시문은 “한개의동전을두
번던질때, · · · [교과서A]”와 같이시행을명시하여서술하지만,통계적확률을묻는문제의
경우에는아래문제2와같이시행을생략하거나모호하게표현하는경우가있다.

문제2. 2011년우리나라에서태어난신생아의수는 471265명이었고,그중쌍둥이의수는
6571명이었다. 신생아가쌍둥이일확률을구하여라 [교과서C].

확률적문제상황에서그상황에적합한시행을파악하는것은사건의가망성을통계적확률

이나수학적확률로해석하기위한사고의과정으로볼수있다. 시행이감추어진형태로문제를
제시함으로써학생들에게그러한사고의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통계적확률의
개념을처음설명하면서예제를제시할때는그개념의이해를지원하기위해시행을명시하는

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다음은교과서E에서 ‘통계적확률’을설명하면서제시한예제이다.

예제1. 오른쪽은 · · · 우리나라에입국한외래객의국적을조사하여나타낸표의일부이다.
이외래객중에서임의로한명을택할때,국적이중국일확률을구하여라.

위예제1에서언급된표에는어느해 1월에입국한 500549명의국적자료가정리되어있다.
통계적확률과관련하여그표는각입국자의국적을조사하는시행을 500549회반복한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행을 반복하여 구한 중국 국적 입국자의 상대도수는 이제까지의
경험에근거한정보로서추가적인같은시행에서,즉새로운입국자한명의국적을조사하는
시행에서 그 입국자가 중국 국적일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이미 국적을 조사한
입국자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하는 예제1의 시행은 그 입국자들 중에 중국인이 선택될
수학적확률과관련된다. 같은문제상황이지만시행을무엇으로보는지에따라다른종류의
확률에접근하게되므로개념을설명하기위한예제의경우에는적절한설명을위해해당하는

적합한시행을지시문에명시할필요가있다.
확률분포와 관련된 문제의 풀이에서도 시행의 명시적 표현이 개념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있다. 다음은정규분포의활용사례로서소개되는대표적인예제를교과서H에서인
용하고그풀이를요약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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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2. 어떤자동차회사에서생산되는자동차의연비는평균이 17km/L이고,표준편차가
2km/L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연비가 15.4km/L 이상 19km/L 이하인 자동차는 전
체의몇%인가?
풀이. 자동차의연비를확률변수 X라고하면 X는정규분포 N(17, 22)을따르므로

P(15.4 ≤ X ≤ 19) = P(−0.8 ≤ Z ≤ 1) = 0.6294

따라서연비가 15.4km/L이상 19km/L이하인자동차는전체의 62.94%이다. □

예제2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의 백분율을 묻고 있는데 풀이에서는 해당하는 확
률을 정규분포곡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구한 후에 그 값에 100을 곱하여 답으로 삼았다. 즉,
그러한 비율과 확률의 값을 같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교과서에서
‘확률변수’는 “어떤시행의표본공간 S에서실수전체의집합 R로의함수 [교과서H]”로 정의

된다. 즉,확률변수는시행이전제된개념이지만풀이에서는시행이명시되지않았다. 예제2의
경우 해당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 전체라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자동차를 선택하고

그 연비를 관찰하는 것이 시행에 해당하고, 그 때의 연비를 X라고 하면 문제의 뜻에 따라 X
는정규분포N(17, 22)을따르는확률변수가된다. 따라서정규분포곡선의성질에의해구할
수있는 P(15.4≤ X≤ 19)를수학적확률의정의에따라구하면 ‘(조건을만족하는자동차의
수)/(모집단의크기)’와 같다. 즉,정규분포곡선의성질을이용하여구한확률과조건을만족
하는자동차의비율은같은값을갖는다.
이와 같은 풀이의 보완은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전제가 되는 시행을 명시화하면 자연스

럽게따라오는것으로서그두개념의이해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역자가통계학의
기본원리를간결하게설명한것으로평가한 Pal and Sarkar의통계학교재 [18]에서도같은
방식의설명을찾아볼수있다 [Figure 2].

3.2 시행개념

표준 수학용어집에 의하면,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에서 ‘experiment’의 번역어로 사용
되는 ‘시행’은 ‘trial’의 번역어이기도 하다 [9]. 확률론에서 ‘trial’은 ‘이항실험(binomial
experiment)’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실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동전을 10회 던
지는 이항실험에서 각각의 동전 던지기가 ‘시행(trial)’이다 [7, 12].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용어로서 ‘실험’은 제시하지 않고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시행’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교과서

문구의의미가명확하지않은경우가있다. 예를들어, “어떤시행을반복하는경우매시행마
다일어나는사건이서로독립일때,이러한시행을독립시행 [교과서A]”이라고정의하는데,
이때 ‘이러한 시행’이 각 시행이 모여 이루어진 전체 실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체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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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 example as an application of the normal distribution and a part of its solution
in Pal and Sarkar’s statistical textbook; Pal and Sarkar의 통계학 교재에서 정규분포를 활용하는
예제와 풀이의 일부

이루는각각의독립적인시행을의미하는지모호하다.
‘시행(experiment)’의 정의에 ‘같은 조건하의 반복가능성’이라는 속성이 포함되는 것도

용어의 번역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총 9종의《확률과 통계》교과서(A, B, · · · , I)는
모두 2.1절에서예시한교과서A의사례처럼이속성을포함하여 ‘시행’을 정의한다. 그러나
“매번의부분실험이똑같은조건에서실행될때이부분실험을시행(trial)이라고부른다 [7,
p. 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조건하의 반복가능성’은 ‘시행(experiment)’이 아닌
‘시행(trial)’의 속성이다.
‘시행(experiment)’에대한이러한교과서의정의는의도적인것으로도볼수있다. 9종의

모든 교과서가 ‘시행’을 ‘통계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과는 구분되는 소제목 하에 그보다

먼저다루고그러한 ‘시행’의 개념을두가지확률을정의할때사용한다. 통계적확률에서의
시행은같은조건하에서반복가능해야하기때문에이와같은서술구조에서 ‘시행’을그러한

속성을 포함시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수학적 확률에서의 ‘시행’에 필요
없는속성이포함되게되는난점이있다.
교과서에서의 이러한 ‘시행’의 정의는 확률이 실제로 활용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유용하다. 확률의 값이 알려져 있어도 단 한 번의 시행만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정보의
유용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000만원을 지불하고
뒷면이나오면 1,500만원을받는게임이있다고하자. 받을수있는금액의기댓값은 250만원
(=(−1000)×0.5+ 1500×0.5)이므로확률정보에의하면게임에참여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러나동전을던질수있는기회가 ‘단한번만’주어진다면게임에참여하겠다는결정을내리

기가쉽지않다 [22]. 사건의가망성이여러번의실제시행을통한상대도수에반영될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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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의 결과를 얻는 단 한 번의

시행보다는여러번의시행이가능할때확률정보가더유용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위예와
같이단한번의기회만이주어지는경우에도그게임에참여할지를판단하는데있어서확률

정보는참고가될수있다. 실제로특정한순간의경제상황은반복되기어렵기때문에경제와
관련된 확률적 상황에서는 시행이 단 한번만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2]. 이러한 경우에도
확률정보는의사결정의주요한참고자료로서사용된다.
‘시행’이라는용어의사용과정의에대한이러한분석은교과서에보다정교한서술이필요

함을시사한다. 위에서살펴본것처럼 ‘독립시행’을 정의할 때는전체실험의부분을이루는
‘시행(trial)’과구별되는용어를추가로사용하는것이효과적이다. 또,수학적확률과그실제
활용에있어서는 ‘같은조건하의반복가능성’이 전제되지않는시행상황에서의설명도필요

하다. 그리고 2.2절에서살펴본것처럼그러한속성의필요여부는현실계와상상계라는서로
다른세계를배경으로정의되는두가지확률의이질성을이해하는데도움을준다. 수학적확
률이그러한속성을전제로하지않는한번의시행을통해서도사건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할

수있는것은현실계에서시행을실제로실행하여그결과를관찰하는것이아니라상상계에서

시행과 가능한 경우들을 상상하여 적합한 비율을 계산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속성의 포함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확률론이나 통계학 교재와 같이 그러한 속성을 포함하지 않는 용어 ‘[확률]실험
(experiment)’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과정 내용의 감축이라는 정책
방향 등과 맞지 않아 어렵다면 기존의 용어 ‘시행(experiment)’의 정의에서 그러한 속성을
제외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이때 ‘experiment’에대하여통계적확률부분에서는 ‘같은
조건하의반복가능성’이라는속성을추가로갖추어야한다는점이언급되어야한다. 또,확률
의활용과관련해서는그러한속성을갖추는것이더유용하다는점도서술될수있다.

3.3 통계적확률과수학적확률의서술순서

《확률과 통계》교과서 중 교과서A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의 교과서는 ‘수학적 확률’을 ‘통
계적 확률’보다 앞서 다루었다. 반면 교육과정 상에서 ‘확률’을 처음으로 교수학습하는 현
중학교 2학년의 2009개정교육과정교과서 12종5)에서는확률을상대도수의의미로서먼저

소개하고,이어서경우의수의비율로서의의미와연결지어설명하였다. 이중 10종의교과서
에서는 ‘확률’을시행을반복할때상대도수가가까워지는일정한값으로정의하였다.
확률 이론의 역사에서는 수학적 확률 개념이 먼저 제안된 후에 상대도수의 극한으로서의

통계적확률개념이정립되었다 [4]. 그러나새로직면하는문제들을과거의경험지식을활

5)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2학년《수학②》교과서는 모두 13종이다. 수집이 어려웠던 한 종을 제외한 12
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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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해결하는 인간의 성향을 고려할 때, 반복시행에서 얻어지는 상대도수가 사건 고유의
어떤특성으로서의사결정에참고가될수있다는생각은두가지확률의이론적정립이전부터

인간에게존재했을것으로추측된다 [21]. Freudenthal도 Pascal과 Fermat에게확률연구의
계기를제공한 deMéré의두문제중한문제의배경이되는지식,즉주사위를네번던져서 6
의눈이적어도한번나오는때가그렇지않은때보다많다는지식이반복된경험으로부터얻

어졌을것이라고추측한바있다 [5]. 그에비해그확률을 (64−54)/64으로이해하는사고는
Pascal이나 Fermat와같은수학자들의상상에의해이루어진것으로서실제반복시행에서의
상대도수에 의한 가망성의 파악보다 창의적인 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
계적확률’을 ‘수학적확률’보다먼저서술하는중학교교과서의서술순서가《확률과통계》

교과서가대체적으로사용하는서술순서보다자연스러워보인다. 또,통계적확률의배경이
사건의발생이실제로이루어지는현실계라는점에서그것을확률의정의로삼는것도상상계

를배경으로하는수학적확률을정의로삼는것보다자연스러운측면이있다고생각된다.
수학적확률은시행을실제로반복해야하는수고로움없이시행과경우의수를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확률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적 확률’을 소개한 후에 ‘수학적
확률’을서술하는것은이러한실용성을부각시킬수있다는점에서도바람직해보인다. 이때,
대부분6)의중학교 2학년교과서의 “많은횟수의실험이나관찰을하지않고도확률을생각할
수 있다”와 같은 서술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통계적 확률 개념의 소개와 수학적 확률 개념의
설명사이에이러한부언을서술함으로써수학적확률의실용성을보다부각시킬수있을것

이다.
한편자연스러운사고에기반한통계적확률을정의로삼아먼저서술하고그것이수학적

확률로해석될수있다는것을밝히는것은현실계의사건이일어날가망성을상상계를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놀라움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교과서의 서술도 그러한
정서를환기하지는못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확률과 통계》교과서에서 두 가지 확률의 서술 순서를 조절하고

적절한부언을서술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7)

6) 분석대상 12종 중 10종의 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부언을 찾을 수 있다.
7) 예를 들어, 통계적 확률을 다룬 후에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수학적 확률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많은 횟수의 실험이나 관찰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나오는 경우는 앞면과 뒷면의 2가지이고, 이 중에서 어느 면이 특히 더 잘 나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 면이 나올 가능성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
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실제 실험이나 관찰에 따르는 수고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또, 사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확률을 알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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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큰수의법칙의서술및해석

《확률과통계》교과서에서는 ‘큰 수의 [약한]법칙’을 다음과같이두가지유형으로서술
한다. 유형1은 2.3절에서 살펴본 ‘큰 수의 약한 법칙’의 특수화를 비교적 엄밀하게 서술한
것이고유형2는그것을해석하여표현한것이다.
유형1: 교과서C에서인용,교과서 A, B, E, G, H, I포함총 7종의유형
어떤 시행에서 사건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하면충분히작은양수 h에대하여 n이한없이커질때,확률 P (|Xn − p| < h)
의값은 1에한없이가까워진다.
유형2: 교과서D에서인용,교과서 F포함총 2종의유형

어떤시행에서사건A가일어날수학적확률이 p일때, n번의독립시행에서사건A가일어
나는횟수를 X라고하면상대도수 X

n 는 n이한없이커질수록 p에가까워진다.

두 가지 유형의 서술에서 밑줄 친 ‘확률’ 또는 ‘수학적 확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절
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때의 사건A의 확률은 현실계의 사건이 일어날 가망성으로서 수학적
확률이라고확언할수없다. 한편,교과서에서는유형1의경우에도이법칙의서술과는별도로
그것을해석하여의미를설명하거나활용방법을언급한다. 예를들어,교과서A에서는시행
횟수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거나 그래서 ‘상대도수를 확
률로쓸수있다’는 해석과,자연현상이나사회현상에서 ‘수학적확률을구하기곤란한경우
통계적 확률을 이용할 수 있다’는 활용 방법이 서술된다. 이 법칙의 서술에서 ‘확률’이라고
표현하는지또는 ‘수학적확률’이라고표현하는지에따라,그리고법칙의해석및활용방법의
내용에따라교과서를분류하면 Table 2와같다.

법칙의
서술

법칙의
해석
및
활용
방법

무엇이 무엇에 가까워지는지 무엇을 무엇의 대용으로 활용 방법

또는 무엇이 무엇과 일치하는지 쓸 수 있는지

상대도수
가 수학적
확률에 가
까워진다
(7종)

통계적 확
률이 수학
적 확률에
가까워진
다 (4종)

통계적 확
률이 수학
적 확률과
일치한다
(1종)

상대도수
를 확률로
쓸수있다
(2종)

상대도수
를 확률의
어 림 값
으 로 쓸
수 있 다
(2종)

수 학 적
확 률 을
구하기 곤
란한 경우
통 계 적
확 률 을
이 용 할
수 있 다
(6종)

‘확률’(3종) A, C G A G A, C, G
‘수학적확률’
(6종)

D, E, F
H, I

B, D, E H I B B, D, I

Table 2. Statements,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of ’the Law of Large Numbers’ in the
textbooks; 교과서에서 ‘큰 수의 법칙’의 서술 및 해석이나 활용 방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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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칙의 서술에서 사건A의 가망성을 ‘확률’이라고 표현한 교과서는 총 9종 중 3종(A,
C, G)이었다. 이 3종도 법칙을 해석할 때에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사용(교과서C)
하거나 ‘확률’과 ‘수학적확률’을 혼용(교과서A, G)하여표현하였다. 교과서는이부분에서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 개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두개념은구별된다. 교육과정문서의〈용어와기호〉에서 ‘확률’은중학교
2학년수학에처음등장하는한편《확률과통계》에서는 ‘통계적확률’이나 ‘수학적확률’외에
‘P(A)’도 제시된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확률과 통계》교과서는 ‘P(A)’
를 사건A의 ‘확률’이라고소개한후그것을구하는한가지방법으로서 ‘수학적확률’을 설명
하였다. 교과서는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은 값을 갖는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학적 확률’은 사건의 가망성보다는 경우의 수들
사이의비율이라는이미지를환기하기때문에 ‘큰수의법칙’에대한정확한이해를위해서는

이법칙의서술에서 ‘수학적확률’이 아닌 ‘확률’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경우, 그 해석에 있어서도 ‘상대도수가 확률에 가까워진다’, ‘통계적 확률이
확률과 일치한다’, ‘상대도수를 확률의 어림값으로 쓸 수 있다’ 등과 같은 ‘확률’을 포함한
표현을일관되게사용해야할것이다.
한편 6종의교과서에서는이법칙의활용방법과관련하여 ‘수학적확률을구하기곤란한경

우통계적확률을이용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Table 2]. ‘확률’과 ‘수학적확률’을동일한
것으로 보고, 사건의 가망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않은경우통계적확률또는시행횟수가충분히클때의상대도수가그것을대체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확률’을 ‘통계적확률’로서정의한것과모순된다. 또, 2.3절에서살펴보았듯이 ‘큰수의법칙’
은 ‘통계적확률’과 ‘수학적확률’의일치를의미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러한활용을주장

할수없다. 그보다는, 이상적인조건에서상대도수의극한으로서의 ‘통계적 확률’이 사건의
가망성으로서의 ‘확률’과 같다는것을의미한다는점에서,현실계에서의시행횟수가충분히
클때의상대도수가상상계에서의시행에근거하는 ‘수학적확률’보다사건의가망성을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수학교과서가 ‘통계적확률’을 ‘확률’의 정의로삼은이유를설명해준다.
그러나 2.3절에서살펴보았듯이 ‘큰수의법칙’은무한히많은시행이똑같이공정하게실행

되는상상계에서정당화된다. 즉,현실계에서의상대도수가법칙의내용을구성하지만그것의
타당성은 현실계에서는 만족되기 어려운 조건이 가정되는 상상계에서 증명된다. 이 법칙은
공정한 주사위를 실제로 매우 많이 던졌을 때 1의눈이 전체 시행의 1/6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보장하기보다는매우이상적인상황에서그렇다는것을의미한다. 교과서도이법칙을
서술할때유형1이나유형2에서보듯이 ‘독립시행’에서성립한다는점을밝히고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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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해석을 서술할 때에는 그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도수가 수학적
확률에가까워진다’는 해석을서술한교과서A의실제표현은다음과같다.

교과서A의 ‘큰 수의법칙’의해석
큰수의법칙에의하면시행횟수 n이충분히클때,상대도수 X

n는수학적확률에가까워지

므로사건A의상대도수 X
n를사건A가일어날확률 P(A)로쓸수있다.

시행횟수가충분히크다는조건은드러나있지만그시행들이똑같이공정하게실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칙의 서술에서도 ‘독립시행’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어
매번의동일한시행이서로독립이어야한다는것이상세하게드러나지않는점을고려하면,
법칙의해석을서술할때에는그러한조건을부각시킴으로써학생들에게보다정확한의미를

전달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8)

4 논의 : 확률의심미적이해와융합교육의가능성

3.1절에서는교과서의문제나풀이에서개념의이해를지원하기위해시행의명시가필요한
사례를제시하고시행의명시또는비명시가교수학습상황의교육적의도에따라주의깊게

결정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3.2절, 3.3절, 3.4절에서의 분석 및 제언을
바탕으로두가지확률및그관계에대한심미적이해를내용으로하는융합교육의가능성에

대해논의한다.

4.1 두가지확률및그관계에대한심미적이해

3.3절에서논의한것처럼현실계에서실제로시행을반복함으로써어떤사건의발생횟수를
관찰하는 것은 그 사건의 가망성을 알아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또,
많은횟수의시행에서얻은상대도수는수학적확률보다더신빙성을갖기도한다. 예를들어,
겉모양이완벽하게대칭인것처럼보이는주사위를공정하게 100회던졌을때 1의눈이 99회
나왔다고상상해보자.9)이런경우 1의눈이나올가망성을,겉모양의완벽한대칭성을고려한
수학적확률의값인, 1/6이라고믿는것은어려울것이다. 그러나상대도수가사건의가망성을
반영할것이라는기대를정당화하는것은쉽지않아보인다. 2.3절과 3.4절에서논의한것과
같이 ‘큰 수의약한법칙’이 이러한기대를수학적으로정당화한다. 모든시행이같은조건하

8) 예를 들어, ‘큰 수의 법칙’을 서술한 후에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큰 수의 법칙에 의하면 시행 횟수 n이 충분히 크고 각 시행들이 똑같이 공정하게 실행되어 서로 독립일 때,
상대도수 X

n
는 사건A가 일어날 확률 P(A)에 가까워진다. 이것은 상대도수가 사건이 일어날 가망성을 반영할

것이라는 일상적인 기대에 대한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정당화라고 할 수 있다.”
9) 내부의 밀도가 균일하지 않은 주사위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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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반복되어야한다는전제가있는정당화이기는하지만,이로써우리가경험적으로형성한
자연스러운사고방법의타당성을지지하는설득력있는근거를갖게된다. 특히사건의가망
성이우리의인식과독립적인현실계의비결정적인속성으로서그파악이쉽지않을것으로생

각된다는점을고려하면,많은횟수의시행에서의상대도수의관찰이라는자연스럽고비교적
간단한인지적행위를통해사건의가망성에접근할수있다는수학적사실이더욱의미있게

다가온다.
2.3절과 3.4절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수학적 확률이 사건의 가망성이나 통계적 확률과 일

치한다는 것은 선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 많은 횟수의
시행에서의상대도수와매우가까운값을갖는다는것을경험을통해서알고있다. 예를들어,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수학적 확률 0.5와 관련하여, Buffon은 실제로 동전을
4040회던지는반복시행을통해앞면이나오는횟수의상대도수로약 0.5069(≈ 2048/4040)
를,영국의수학자 Kerrich는 10000회의반복시행을통해 0.5067(≈ 5067/10000)을얻었다
[16]. 이러한 유사 일치는 수학적 확률에서 상정하는 표본공간이 현실계의 사건이 일어날
가망성을잘반영하도록설정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한확률을삼각형의세내각의
크기의합과비교한 Table 1의틀에서는, Euclid제5공준이현실계의평면에서삼각형의세
내각의측정값의합이 180 ◦와유사일치한다는점을잘반영한다는것과유사하다. Euclid기
하가생활속에서경험하는공간을잘반영하는매우적은수의공준을사용하여자명하지않은

정리들,예를들어피타고라스정리나그역을상상계에서증명할수있고이것을현실계에서도
활용할수있다는사실은놀라움을준다. 마찬가지로,적합한표본공간이설정된후에수학적
확률의정의를기반으로자명하지않은사실들,예를들어확률의곱셈정리나사건들의독립에
대한필요충분조건등을상상계에서증명할수있고그것을현실계의실제적인문제에활용할

수있다는사실도놀라운측면이있다고생각된다. 한편수학적확률에서적합한표본공간이
설정되면우리는단한번의시행도실제로실행하지않은채현실계의사건이일어날가망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경우의 수들 사이의 비율이라는 아이디어가 없다면, 사건의 가망성은
많은횟수의실제반복시행에의한상대도수를통해서접근해야만할것이다. 수학적확률은
이러한 방법의 구현에 소요되는 수고로움 없이 사건의 가망성을 파악한다. 이것은 Table 1
에서 현실계의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그것을 직접 측정하는 수고로움 없이도 파악할

수있다는사실과유사한심미적정서를환기시킨다.
이러한 심미성은 단순히 심미적인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de Méré가 Pascal에게 질문한 두 문제 중 다른 한 문제를 예로 들
수있다. 5점을먼저획득하면상금을받는게임에서두사람이각각 4점과 3점을획득하였다.
이 상황에서 게임을 중단해야 할 때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잘
알려진것처럼적합한표본공간을구성하여두사람이승리할수학적확률을각각구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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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의 비율대로 상금을 분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중간에 게임이 중단되어 앞으로 누가 몇
점을 추가로 획득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가 5점까지 먼저 획득할 사건의 가망성을
파악함으로써해결된다. 이러한가망성을통계적확률을통해파악하려면많은횟수의시행을
실제로반복해야한다. 이때, 시행이란두사람이각각 4점과 3점을획득한상황에서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러한 실험을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가망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에의한접근은실제적인도움을주지못한다. 시행을직접실행해보지않아도현실계의
사건이일어날가망성을파악할수있다는수학적확률의심미성은이와같이실제적인문제

상황에서실용적인효과를발휘한다.

4.2 융합교육의소재로서의확률의가능성

2015개정교육과정은 “바른인성을갖춘창의융합형인재 [15]”의양성을교육과정구성의
중점사항으로언급하였다. 특히개발단계에서는문이과의통합을통해인문학적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14]. 이러한 교육 방
향은지력은물론창의의영역까지인간을넘어서는것같은인공지능의시대를맞아미래시

민으로서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향점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수학교육 분야에서도 수학
교과에서의융합교육에대한논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창의융합역량의증진은이미 2011년부터시행되었던 STEAM교육정책을통해서도추진

되어 온 바 있다 [1]. 그러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프로그램 미비
등의 문제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19]. 특히 자신의 전공
을 바탕으로 특정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중등 교사들은 다양한 분야를 의미 있게 융합하여

지도하는것에부담을느끼기쉬울것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고등학교 1학년공통
과목으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도입하였다. 인문학과과학을통합한것은아니지만여
전히이과목들을의미있게지도하려는교사들의어려움과과목개설에따르는실무적난관이

예상된다.
수학교과에서는현실계의문제를모델링하여얻어지는수학적문제를해결하고이를다시

현실계의문제해결에적용하는과정을보다적극적으로교수학습함으로써수학교과자체를

통해서도과학,기술,공학등과의융합교육이가능하다고생각된다. 한편,인문분야와의융합
과관련하여이기돈 [10]은교과서의귀류법도입및활용을고찰하고개선방안을제안하면서
수학교과내에서찾을수있는융합교육의소재로서의귀류법의가능성에대해논의하였다.
귀류법은,귀류법가정이후에이루어지는모순의탐색이예술적인과정이라는점에서,또귀
류법가정을가정하는지적행위가믿고있는바를부정할정도의적극적인사고의유희로서의

상상하기라는점에서,융합교육적으로접근할수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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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도수학교과에서의인문교육을위한교수학습소재가될수있다고생각된다. 4.1절
에서논의한두가지확률및그관계에대한심미적이해는현실계의문제해결이라는실용적

가치와는구별되는수학자체의인문적인요소라고할수있다. 이러한내용들은통계적확률이
현실계를배경으로하는반면수학적확률은상상계를배경으로한다는 Table 1의틀을기반
으로 한다. 2.2절과 3.2절에서 논의한 대로, 교과서에서 ‘같은 조건하의 반복가능성’이라는
속성의필요여부에따라두가지확률에서의시행의차이를서술하는것이이러한틀을이해

하는데도움이된다. 또, 3.3절의논의와같이 ‘수학적확률’을 ‘통계적확률’이후에서술하고
부언함으로써,상대도수에의한접근이라는경험적사고에대하여경우의수들사이의비율에
의한파악이라는실제실행을필요로하지않는아이디어의심미성과실용성이부각될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3.4절에서논의한 ‘큰 수의법칙’의 서술과해석을통해서는사건의가망성을
상대도수를통해서접근할수있다는경험적사실의타당성에대한성찰의기회가제공될수

있을것이다. 이상에서와같이 3.2절, 3.3절, 3.4절에서제언한교과서의서술방법이《확률과
통계》의확률관련수학적사고의유희와그결과의현실적용등을심미적으로바라보는데

있어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5 결론

이논문에서는 Kolmogorov공리의두가지해석이라고할수있는통계적확률과수학적
확률을현실계의사건이일어날가망성을인식하는두가지방법으로보고두해석의바탕이

되는 시행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확률과 통계》
교과서의시행과두가지확률관련내용을분석및제언하고이에따른교육적시사점을논의

하였다.
문제나 풀이에서의 몇몇 시행의 비명시 관행과 관련하여, 개념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의명시가필요한사례를살펴봄으로써명시또는비명시가교육적의도에따라주의깊게

결정되어야한다는점을논의하였다. 시행및두가지확률에대한서술과관련해서는,두가지
확률에서의시행개념을 ‘같은조건하의반복가능성’이라는속성의필요여부에따라구별하는

것이필요하다는점,통계적확률을수학적확률보다먼저서술하는것이자연스럽고한편으로
수학적확률의심미성과실용성을부각시킬수있다는점, ‘큰 수의 법칙’이 현실계의사건이
일어날가망성이상대도수에반영될것이라는일상적인기대에대한이상적인조건에서의정

당화임이잘드러나도록서술해야한다는점등을제언하였다. 또,제언한서술방법이현실계
와상상계를각자의배경으로하는두가지확률및그관계에대한심미적이해를지원한다는

측면에서수학교과내의인문학적융합교육의소재로서의확률의가능성에대해논의하였다.
Netz는고대그리스수학문헌에등장하는 ‘noein(imagine또는 conceive)’ 등의용례를

분석하면서상상적인수학의기원이다양한사고를관용하는민주주의문화에있다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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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역으로 Popper는독단주의를배격하고비판적합리주의를구현하기위해서는상상력의
동원이절실히요청된다고하였다 [20]. 상대도수와대조되는경우의수들사이의비율이라는
아이디어나상대도수와가망성의관계는상상적인수학적사고의심미성과실용성을보여주

는좋은사례라고생각된다. 두가지확률에서의시행의구별과함께현실계와상상계라는틀
속에서그러한내용을교수학습함으로써수학적인상상하기의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것이수학과인문분야를수학교과내에서융합적으로교수학습하는하나의모습이

될수있다고생각된다.
확률뿐아니라수학의다른영역에서도유사한고찰과논의가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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