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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빈도적 관점에서 조건부확률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수형도와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도입 활동을 고안하고
고등학교 1학년 14명에게 모둠 수업 형태로 적용하였다. 모둠 활동 영상, 시뮬레이션 조작 영상, 활동지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반복실험 결과에서 조건부 상대도수, 상대도수의 극한, 이론적 확률을 구하는 빈도적 접근을 통해 조건부확률 개념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빈도 수형도를 통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확률 추론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이론적 확률을 점검하였다. 빈도적 관점의 도입 활동에서 학생들의 추론 특성과 교수·학습에 관한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조건부확률을 빈도적 관점으로 도입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구체적인 교과서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조건부확률, 빈도적 관점, 자연빈도, 수형도, 시뮬레이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d discuss the pedagogical idea of introducing conditional probability with
the relative frequency approach. This study developed a learning activity and simulation using the frequency tree
diagram and implemented them. The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n=14) were able to construct the concept of
conditional probability through a frequency perspective of sequentially obtaining the conditional relative frequency,
the limit of the relative frequency, and the theoretical probability. The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curriculum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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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건부확률은 의학, 과학 및 법률 분야의 중요한 딜레마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매체에서 접하는 정보를 해석하는
데 요구되는 통계적 소양의 중요 요소로 학생들이 조건부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
이다(Watson & Kelly, 2007). 그러나 조건부확률은 학생들이 확률 영역 중에서도 특히 어려워하는 개념 중 하나이
며(Lee & Woo, 2009),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도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Authors,
2019, 2020; Díaz & Batanero, 2009; Fischbein & Schnarch, 1997; Gras & Totohasina, 1995; Lee & Woo,
2009). 일반적으로 조건부확률은 다양한 맥락과 함께 제시되는데, 학생들은 맥락으로부터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Shaughnessy, 1992), 맥락에 포함된 인과관계, 시간관계 등에 의해 조건부확률
의 가역성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Gras & Totohasina, 1995). 조건부확률의 정의가 문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특성도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중한다(Cho, 2010). 이에 많은 학생들이 문제 유형을 암기하고 공식
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Lee & Woo, 2009).
학교수학에서 조건부확률은 조건사건에 의해 변화된 표본공간에서의 경우의 수의 비율을 이용한 고전적 관점으
로 도입된다. 우리나라도 확률 개념의 경우 빈도적 관점과 고전적 관점을 연결하여 도입하지만, 조건부확률은 고전
적 관점으로만 도입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러나 고전적 관점은 등확률인 유한 표본공간에서만
성립하며 연속이거나 근원사건의 가능성이 동일하지 않은 표본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수학적 한
계를 갖는다(Batanero & Sanchez, 2005). 지도의 측면에서도 집합과 조합론에 기초한 고전적 관점은 조건부확률을
현실적 사고와 멀어지게 하고 확률 값의 계산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Lee & Woo, 2009; Watson & Moritz,
2002). 반면, 빈도적 관점은 상대도수의 극한만 존재하면 조건부확률이 정의될 수 있으며, 확률을 실제적인 자료 및
통계적 추론과 연결시킨다는 측면에서 고전적 관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Batanero & Borovcnik, 2016; Lee,
2005). Woo (2017)는 조건부확률의 빈도적 관점을 다루고 고전적 관점과의 관련성을 다루어야, 경우의 수를 바탕으
로 한 조합론적 지도의 획일성을 탈피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러나
빈도적 관점에서 조건부확률의 도입에 관해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거나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추론 과정을 분석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상술하였듯 조건부확률과 관련하여 학생, 성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바, 조건부확률 문제 상황의 이해, 추
론, 계산을 돕는 정보 제시 방식 및 표현에 대한 연구들이 심리학계, 수학교육계에서 다수 수행되었다(McDowell &
Jacobs, 2017). 특히 여러 연구에서 빈도를 수형도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하 빈도 수형도)이 학생들의 조건부확률 추
론을 돕는다는 것을 보고하였다(eg., Sedlmeier & Gigerenzer, 2001; Zhu & Gigerenzer, 2006). 그러나 이러한 연
구는 주로 조건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베이즈 확률만을 다루었으며, 정답률을 이용하여 정보 제시 방식의 효과를
양적으로만 비교했다는 한계가 있다. 빈도 수형도가 베이즈 확률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표현임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Borovcnik, 2012). 본 연구에서는 빈도 수형도가 빈도적 관점에서 처음 조건부확률에 대해 추론하는 학생들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를 도입 활동의 구성에 활용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수업에서 많은 수의 반복실험을 빠르게 실행하고 자료의 분석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확
률 학습을 촉진하며, 확률에 대한 잘못된 추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Chance, Ben-Zvi, Garfield, & medina,
2007; NCTM, 2000).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건부확률 문제 상황에 숨겨진 가정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조건부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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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나 오개념의 교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언한 연구가 있으나(Shaughnessy, 1992; Tarr & Lannin,
2005), 실제로 조건부확률 학습에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구는 드물다. 시뮬레이션은 충분한 반복실험을 통해 상대
도수의 극한에 가까운 값을 교실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빈도적 관점의 조건부확률 도입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조건부확률을 빈도적 관점으로 도입하는 활동을
고안하고, 학생들의 추론을 분석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조건부확률에 대한 고전적 접근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빈도적 관점에 주목하였다. 빈도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이에 관한 실증적
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 바, 본 연구는 조건부확률 학습 및 빈도적 관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빈도적 관점
에서의 조건부확률 도입 활동을 고안하고, 고안한 활동을 적용한 실제 수업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추론 과정
및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조건부확률을 빈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하고, 학생들의 추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빈도적 관점에서의 조건부확률의 교수·학습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빈도적 관점의 도입 활동에서 학생들이 조건부확률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이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추론 특성 및 어려움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조건부확률 개념의 복합성
1) 조건부확률에 대한 관점
조건부확률 개념은 크게 고전적 관점, 빈도적 관점, 주관적 관점1)으로 설명될 수 있다(Batanero & Borovcnik,
2016). 고전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조건부확률의 도입은 Table 1(A)와 같이 집합을 이용한 조합론적 논의로부터 출
발하여 조건부확률을 정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에서 조건
부확률의 도입에 관한 특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총 9종의
Table 1 Classical approach to conditional probability
(A) 고전적 관점에서 조건부확률의 정의

(B) 고전적 관점이 적용되지 못하는 예

각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표본공간 S의 재이는 우산을 가지고 실내에 들어갔다 나올 때, 세 번 중 한 번 꼴로 우산을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확률은 다 잃어버린다. 어느 날 재이가 우산을 가지고 학교, 도서관, 체육관을 차례
음과 같다.
로 들렀다가 우산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우산을 도서관에
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시오.
𝑛𝑛(𝐴𝐴 ∩ 𝐵𝐵)
P(B|A)= 𝑛𝑛(𝐴𝐴)
이 식의 우변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n(S)로 나누면

P(B|A)=

𝑛𝑛(𝐴𝐴 ∩ 𝐵𝐵)
𝑃𝑃(𝐴𝐴 ∩ 𝐵𝐵)
𝑛𝑛(𝑆𝑆)
=
𝑛𝑛(𝐴𝐴)
𝑃𝑃(𝐴𝐴)
𝑛𝑛(𝑆𝑆)

1) 주관적 관점은 본 연구의 초점을 벗어나므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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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과 통계> 교과서 중 8종이 고전적 관점을 택하여 조건부확률을 도입하고 있다. 1종(Lee et al., 2018)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먼저 직접 제시한 후 각 근원사건의 확률이 모두 같은 표본공간 S에서는 분모 분자를 n(S)로 나누면
𝑛𝑛(𝐴𝐴 ∩ 𝐵𝐵)
𝑛𝑛(𝐴𝐴)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조건부확률 P(B|A)의 수학적 정의는

𝑃𝑃(𝐴𝐴 ∩ 𝐵𝐵)
이며, 𝑛𝑛(𝐴𝐴 ∩ 𝐵𝐵) 이
𝑃𝑃(𝐴𝐴)
𝑛𝑛(𝐴𝐴)

가능성이 동등한 유한 표본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𝑛𝑛(𝐴𝐴 ∩ 𝐵𝐵)
을
𝑛𝑛(𝐴𝐴)

아니다(Kolmogorov, 1956). 각 근원사건이 일어날

이용하여 조건부확률을 구할 수 있다. 연속적인 표본공

간이나 근원사건의 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Batanero & Sanchez, 2005).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인 Table 1(B)를 살펴보면 우산을 학교, 도서관, 체육관
1

2

1

2

3

3

3

9

에서 잃어버리는 사건을 각각 A, B, C , 우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E 라 했을 때, P (A )= , P (B )= × = ,
2

2

1

4

3

3

3

27

P(C)= × × =

건부확률은 P(B|E)=

1

2

4

3

9

27

, P(E)=P(A)+P(B)+P(C)= + +

2
𝑃𝑃(𝐵𝐵 ∩ 𝐸𝐸) 𝑃𝑃(𝐵𝐵)
6
=
= 9 =
𝑃𝑃(𝐸𝐸)
𝑃𝑃(𝐸𝐸) 19 19
27

=

19
27

이 성립한다. 이때, 우산을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조

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원사건의 가능성이 동일하지 않으므

로 고전적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전적 관점을 통해 도출한 조건부확률의 정의를 그것이 적용
되지 않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빈도적 관점2)에서 확률은 상대도수의 극한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확률의 상대도수
로서의 의미와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의 의미를 연결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통계적 확률과 수
학적 확률을 연결지어 지도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러나 조건부확률에 있어서는 빈도적 관점이 다루
어지지 않는다. 빈도적 관점에서 조건부확률의 정의는 Table 2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고전적 관점은 동등한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 표본공간이나 가능성의 경우가 무한인 경우에 확률을 구하지 못하
는 반면, 빈도적 관점은 상대도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확률값을 얻게 되므로 고전적 관점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
다(Batanero & Sanchez, 2005; Lee, 2005). 실제로 Table 2와 같이 상대도수의 극한을 이용하여 조건부확률의 일

Table 2 Frequency approach to conditional probability
빈도적 관점에서 조건부확률의 정의

n번의 반복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nA,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 횟수를 nA∩B라 하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난 상대
도수는
𝑛𝑛𝐴𝐴∩𝐵𝐵
𝑛𝑛𝐴𝐴∩𝐵𝐵
= 𝑛𝑛𝑛𝑛
𝐴𝐴
𝑛𝑛𝐴𝐴
𝑛𝑛
이다. 이때, 시행횟수 n이 한없이 커지면,

𝑛𝑛

𝐴𝐴∩𝐵𝐵
𝑛𝑛𝐴𝐴
𝑛𝑛𝐴𝐴∩𝐵𝐵
𝑛𝑛𝐴𝐴∩𝐵𝐵
𝑃𝑃(𝐴𝐴 ∩ 𝐵𝐵)
= 𝑛𝑛𝑛𝑛 →
→ 𝑃𝑃(𝐴𝐴),
→ 𝑃𝑃(𝐴𝐴 ∩ 𝐵𝐵) 이므로
𝐴𝐴
𝑛𝑛
𝑃𝑃(𝐴𝐴)
𝑛𝑛
𝑛𝑛
𝐴𝐴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𝑛𝑛𝐴𝐴∩𝐵𝐵
𝑃𝑃(𝐴𝐴 ∩ 𝐵𝐵)
𝑛𝑛𝐴𝐴∩𝐵𝐵
= P𝑛𝑛(𝑛𝑛B|A→
)= 𝑃𝑃(𝐴𝐴)
𝐴𝐴
𝑛𝑛𝐴𝐴
𝑛𝑛

𝑛𝑛

(단, P(A)>0)

2) 종종 n=100인 표본에 기초한 빈도 형식의 표를 이용한 도입을 빈도적 접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빈도적 접근은 무작
위 실험의 반복시행에서 상대도수의 극한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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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정의를 도입하면, Table 1(B)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고전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Woo
(2017)는 조건부확률의 빈도적 관점을 다루고 고전적 관점과의 관련성을 다루어야,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한 조합론
적 지도의 획일성을 탈피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도적 관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조건부확률의 정의를 구성해나갈 수 있는 도입 활동을 고안하고, 학생
들의 추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Table 2를 보면 빈도적 관점에서 조건부확률의 정의는 크게 반복시행의 결과
로 나타나는 빈도를 이용하여 조건부 상황의 가능성을 상대도수로 나타내는 과정과 상대도수를 이용하여 이론적 확
률3)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급한 두 과정에 초점을 두어 도입활동을 구성하였
으며, 학생들의 추론 과정을 분석하였다.
2) 해법의 다양성
조건부확률의 정의는 하나이지만, 문제 상황의 특성에 따라 확률을 구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다르다.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Table 3과 같이 질적 변화 인식, 고전적 정의 사용, 일반적 정의 사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질적 변화 인식은 조건사건을 반영하여 새로운 표본공간을 구성한 후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며, 고전적 정
의 사용은 표본공간에서 조건사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을 새로운 표본공간으로 보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
법이다(Cho, 2010). 일반적 정의 사용은 두 확률의 비로서 조건부확률의 정의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수학적으로 모두 동치임을 보일 수 있지만, 문제 상황이나 정보 제시 방식에 따라 각 방법의 효율성
이 다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 존재한다.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간단한 조건부확률 문제 상황은 크게 순차적
(diachronical) 상황과 동시적(synchronical)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Batanero & Sanchez, 2005; Cho, 2010;
Watson, 2005). 순차적 상황은 연속적인 추출 실험에 관한 것이며 동시적 상황은 주로 정적인 속성에 관한 것이다.

Table 3 Different methods of solving conditional probability
방법
문제예시

해법

질적 변화 인식

고전적 정의 사용

일반적 정의 사용

[순차적 상황]
[동시적 상황]
[역확률 상황]
주머니에 빨간 공이 3개, 파란 공이 2개 들어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0.1이라 하자. 이 병
다. 영희와 철수가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차 나왔을 때, 이것이 6의 약수일 확률 을 진단하는 검사의 정확도는 ‘실제로 병
례로 뽑는다. 영희가 빨간 공을 뽑았을 때, 철 을 구하시오.
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진단할 확률’이
수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95%이고, ‘실제로 병이 없는 경우에 음성
으로 판정할 확률’이 99%이다. 이 검사에
서 양성이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실제로 병
에 걸렸을 확률을 구하시오.
영희가 빨간 공을 뽑았으므로 주머니 안에는 빨 표본공간을 S,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 병에 걸린 사람이 양성판정을 받을 확률은
간 공 2개, 파란 공 2개가 남아있다. 따라서
건을 A,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 0.1×0.95
2
1
건을
B라고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양성판정을 받을
철수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은 4 = 2 가 된다.
확률은 0.9×0.01
𝑛𝑛(𝐴𝐴 ∩ 𝐵𝐵) 2
P(B|A)= 𝑛𝑛(𝐴𝐴) = 3
따라서 구하고자하는 확률은
0.1×0.95
95
=
0.1×0.95+0.9×0.01 104

3) 본 고에서 이론적 확률 또는 이론적 모델은 표본공간에 기초한 수학적 확률 또는 이러한 수학적 확률을 이용하여 계산한 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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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순차적 상황은 질적 변화 인식이 효과적이며, 동시적 상황은 고전적 정의 사용이 효과적이
다(Cho, 2010). 그 외에 동시적 상황이지만 정보가 비율로 제시된 경우, 사건의 시간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역순인 역
확률 상황 등은 질적 변화 인식이나 고전적 정의 사용보다는 일반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지도하
고 있다. 조건부확률 단원에서는 고전적 접근으로 정의를 유도한 후 일반적 정의를 사용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다가,
후속단원인 확률의 곱셈정리나 종속과 독립 단원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순차적 상황에 대한 조건부확률을 질적 변화
를 인식하여 간단히 구한다(eg., Kim et al., 2018). 문제 상황마다 조건부확률의 정의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을 어려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Cho, 2010), 학생들은 문제 유형을 복원, 비복원, 순행,
역행 등으로 분류하고 해법을 암기하기도 한다(Lee & Woo, 2009). 따라서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
을 소개하고 이러한 방법들이 본질적으로는 모두 조건부확률의 일반적 정의로 통합되어 설명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2. 조건부확률의 교수·학습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는 빈도 수형도와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조건부확률을 빈도적 관점에서 도입하는 활동을 고안하고, 도입
활동에서 학생들의 추론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조건부확률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 특성, 어
려움 및 오개념, 빈도 수형도와 시뮬레이션의 활용 등 조건부확률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건부확률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
Tarr & Jones (1997)는 조건부확률 개념에 대한 중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수준은
주관적 수준으로 주관적 추론을 사용하여 조건부확률을 생각하는 것이다. 2수준은 주관적 사고와 초보적인 양적 사
고의 과도기적 단계로 조건부확률을 구할 때 수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 3수준은 비형식적인 양적 사고 수준으로
수치적 확률을 정확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조건부확률을 결정하는 전략으로 상대도수, 비율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4수준은 수치적 추론 수준으로 조건부확률을 수치적으로 정확히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은 항상 순차적이고 배타
적인 것은 아니며 동시에 나타나거나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도입활동은 사건의
가능성을 상대도수로 표현하는 3수준에서 정확한 이론적 확률을 구하는 4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조건부확률의 본질은 조건사건에 의해 변화된 표본공간에서의 확률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학생들이 조건부
확률 개념을 처음 학습할 때 비복원 상황에서 표본공간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표본공간의
모든 경우를 고려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Fischbein & Gazit, 1984; Jones, Langrall, Thornton, & Mogill, 1999).
조건부확률을 이미 학습한 고등학생의 경우 조건사건에 의해 변화되는 표본공간을 구성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공식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Lee & Woo, 2009). 따라서 학생들이 표본공간에 주목
하도록 함으로써, 조건사건에 의한 표본공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사건의 확률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Tarr & Lannin, 2005).
학생들이 처음 조건부확률 문제를 접할 때 “~ 때, ~일 확률”과 같은 관용적 표현의 조건문이 의미하는 상황을 정확
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Shaughnessy, 1992). 복잡한 맥락에서 조건사건의 파악이나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구분
등 문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Falk, 1986; Shaughnessy, 1992). 따라서 조건부확률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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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조건문의 형식과 의미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Lee & Woo, 2009).
학생들은 조건관계를 시간순서와 연관시켜 나중에 발생하는 사건이 먼저 발생하는 사건의 조건사건이 될 수 없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시간축 오개념(Falk, 1986)이라 한다.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사건이 되는 상황
은 학생들에게 직관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 나중에 발생하는 조건사건이 목적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목적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었다(Lee & Woo, 2009; Watson & Kelly,
2007). 시간축 오개념과 유사하게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인과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결과가 조건사건이 될 수 없
다고 생각하는 인과적 오개념이 보고되기도 하였다(Falk, 1986; Gras & Totohasina, 1995; Lee & Woo, 2009). 시
간축 오개념과 인과적 오개념은 문제상황에 포함된 맥락정보가 조건부확률의 가역성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인
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개념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Fischbein & Schnarch, 1997). 따라서 시간 순서와
조건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음을 이해하고 조건관계를 인과관계와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Lee & Woo, 2009).
한편, Gras & Totohasina (1995)는 학생들이 조건부확률 P(A |B)를

𝑛𝑛(𝐴𝐴 ∩ 𝐵𝐵)
로
𝑛𝑛(𝐵𝐵)

동일시하는 기수적 오개념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은 근원사건의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은 표본공간에서도 고전적 정의로 조건부확률을 구
한다(Falk, 1986). Batanero & Sanchez (2005)는 이를 지도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전적 관점으로 조건부확률을 정의하는 우리나라의 도입 방식은 기수적 오개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P(A |B)를 P(B |A)나 P(A∩B)로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Lee & Woo, 2009; Pollatsek et al., 1987;
Watson & Moritz, 2002). 학생들은 조건부확률을 곱사건의 확률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두 사건의 확률을 단순히 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조건문의 잘못된 해석이나 시간축·인과적 오개념의 영향으
로 나타날 수 있다.
2) 조건부확률과 빈도 수형도
문제 상황에 대한 수치적 정보를 확률적 형태로 제시했을 때 보다 빈도 형태로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베이즈 역확
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였다(Gigerenzer & Hoffrage, 1995; Watson & Moritz, 2002). 또한 빈도 정보를 2
×2 표, 수형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할 때가 단순히 문장제 형태로 제공할 때보다 사람들의 베이즈 확률 정답률
이 높았다(Binder, Krauss, & Bruckmaier, 2015). 수형도는 어떤 구조나 과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개요를 효율적으
로 제공하는 이상적 표현이다(Fischbein, 1987). 수형도는 점과 선으로 연결된 도형으로 표본공간을 직관적인 방식
으로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수형도의 각 꼭짓점은 사건에 대응되며 자녀 꼭짓점은 부모 꼭짓점에 대한 배타
적인 분할이다. 이러한 수형도의 계층구조와 분기구조는 조건부확률에서 학생들이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Tomlinson & Quinn, 1997).
심리학자 기거렌처(Gigerenzer)는 여러 연구를 통해 수형도와 자연빈도4)를 결합한 시각적 표상(빈도 수형도)의 우
수성을 강조해왔다(Sedlmeier & Gigerenzer, 2001; Zhu & Gigerenzer, 2006). Sedlmeier & Gigerenzer (2001)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베이즈 정리의 지도 방식에 따른 학습 효과를 비교하였다. 빈도 수형도를 이용하여 베이즈 정
리를 학습한 집단이 공식만을 이용하여 연습한 집단보다 단기 학습 효과와 장기적인 지속 효과 모두 우수했다. 또한
확률 수형도와 빈도 수형도를 비교했을 때, 단기적인 학습 효과에서는 작은 차이가 났지만, 3달 후에도 빈도 수형도
는 여전히 90%이상의 정답률을 유지한 반면 확률 수형도는 50%까지 정답률이 하락했다.
4) 기거렌쳐는 상대도수(relative frequency)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자연빈도(natural frequency)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Gigerenzer & Hoffrag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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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u & Gigerenzer (2006)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에게 Figure 1과 같은 빈도 수형도를 문제와 함께 제공
했을 때, 학생들이 베이즈 역확률, 즉 ‘빨간 코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을 어떻게 추론하는지
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문장제 형태로 제시했을 때 학생들의 정답률은 0%에 가까웠지만, 빈도 수형도를 제공했을 때 4, 5, 6학년
의 정답률은 각각 19, 39, 53%로 상승하였다. Figure 1에서 학생들의 추론 유형은 크게

b
d
b d+f d
의
a , a , b , d+f , d+f

b
10
는 조건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를 기준으로 목적사건의 확률
로 추론하는 것이다.
a
100
d+f
는 목적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를 기준으로 조건사건의 확률 8+9 로 추론하는 것이다. 이는 성인들
반면,
a
100
d
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유형이다(Gigerenzer & Hoffrage, 1995). 는 분모, 분자를 바꾸어 목적사건을 분모, 조건
b
8
로 추론하는 것이다. b 는 조건사건에 대응되는 빈도를 바르게 분모로 선택하였지만 분자
사건을 분자로 두고
10
d+f
d
는 베이즈 역확률을 바르게 추
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경우로 베이즈 추론에 거의 근접한 사고이다. 마지막으로
d+f

다섯가지로 나타났다.

d
론한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b , d+f , b 로 응답한 비율이 차례로 2%, 6%, 11%로 나타났으며 는 나타
b
a
a
d+f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학생들의 응답 유형을 양적으로 분류하였을 뿐 그러한 추론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기거렌처의 일련의 연구들은 빈도 수형도가 학생들의 직관적인 베이즈 추론을 돕는 효과적인 표상임을 뒷받침한
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 관점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이며, 실제 조건부확률의 교수·학습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는 보다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Borovcnik, 2012). Table 2에서 보았듯이 빈도적 관점은 조건부 상황의 가능
성을 상대도수로 표현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하는 바, 빈도 수형도가 학생들의 조건부 상대도수 추론을 지원할 것이
라는 기대 하에 이를 도입 활동의 핵심 표현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상대도수의 유형과 구성 과정에 초점을 두어 조건
부 상황의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한 학생들의 추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Figure 1 Frequency tree diagram (Zhu & Gigerenzer, 200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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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부확률 학습에서 시뮬레이션의 활용
확률은 동일한 조건에서 수없이 반복된 실험이나 현상의 결과를 모델링 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Eichler &
Vogel, 2014). 확률에 대한 학습은 실제 자료에 대한 예측과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확률 개념이 실
제 관찰할 수 있는 현상과 단절되지 않는다(Konold & Kazak, 2008).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교실에서 빠른 시간 안
에 실제 자료를 생성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한다(NCTM, 2000).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생들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
률 사이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Biehler, 1991; Stohl & Tarr, 2002),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동일한 조건의 무수히 많은 반복실험의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오개념이나 잘못된 직관을 수정할 수 있다(Wilensky,
1997).
대부분의 연구들이 큰 수의 법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지만(eg, Ireland &
Watson, 2009; Lee & Cho, 2015), 시뮬레이션은 확률 모델링 활동에서 이론적 모델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하는 가
장 기초적인 수단 중 하나로도 활용될 수 있다(Chaput, Girard & Henry, 2011).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통계적 관
측을 통해 이론적인 확률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행횟수가 충분
히 크면 상대도수가 이론적 확률과 정확히 같아진다고 생각하거나(Lee & Cho, 2015), 소위 ‘작은 수의 법칙’이 성
립한다고 믿고 적은 시행횟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Tarr & Lannin, 2005)와 같이 변이성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모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
는 학생이 시뮬레이션을 신뢰하지 않아 이론적 모델과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다른 경우에도 자신의 계산 결과를 믿
고 점검과 반성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Authors, 2017; Maxara & Biehler, 2006; Yáñez,
2002). 따라서 컴퓨터 상의 시뮬레이션이 현실 세계의 확률 실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Ireland & Watson, 2009).
몇몇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건부확률 문제 상황에 숨겨진 가정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조건부확률의
이해나 시간축 오개념과 같은 오개념의 교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Shaughnessy, 1992; Tarr &
Lannin, 2005). 그러나 일반적인 확률이 아닌 조건부확률의 학습에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구는 Yáñez (2002)를 제
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상대도수의 극한으로서 조건부확률을
구하고 자신들의 이론적 모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입활동을 고안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Stake, 1995), 연구참여자들의 추론 과정을 수업 동영상, 활동지 기
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조건부확률의 빈도적 도입에 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논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도입 활동의 고안, 연구
참여자 선정, 사례에 대한 자료의 수집, 분석이 이루어졌다.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전체적인 절차는 Figure 2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헌 연구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도입 활동을 고안하였다. 둘째, 학생과 교사를 섭외하고 학생의 학년, 수업 시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도입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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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수업 지도안과 수업 진행용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한 후 교사에게 공유하였으며 수업에
관해 질의 응답하는 2차례의 대면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빈도적 관점에서 조건부
확률 개념을 점진적으로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교사에게 직접 답을 알려주기 보다는 학생들
의 추론과 토론을 촉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수업을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넷째,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절차의 각 단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후속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2. 연구참여자
수도권 소재 일반계 P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14명(남 11명, 여 3명)을 대상으로 고안한 활동을 적용하였다. 이들
은 수학 정규동아리 부원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고 수학 성취도가 중상인 학생들이었다. 2명의 학생(s13,
s21)은 당일 교내대회 참가로 인해 후반부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공통 과목 <수학>에서는
경우의 수만 다루므로 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배운 이후로 확률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없었다. 사전 조
사를 통해 모든 연구참여자가 조건부확률 개념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수업을 담당한 교사는
동일학교의 1학년 <수학> 과목 지도 교사이자 동아리 지도 교사로,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12년이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3. 조건부확률 도입 활동
조건부확률에 관한 선행연구와 빈도적 관점에서 조건부확률의 정의(Table 2)를 고려하여 도입 활동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에게 조건부확률의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복원 상황의 반복시행 결과에서 조건부 상황의 가능성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건부확률을 형식화하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학생
들에게 실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도수와 이론적 확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뮬레
이션 결과를 빈도 수형도(Zhu & Gigerenzer, 2006) 형태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조건부확률 추론을 지원하고자 하였
다. 비복원 상황을 이용하여 조건부확률의 복합적인 측면(변화된 표본공간에서 경우의 수의 비율, 확률의 비율, 고전
적 관점에서 경우의 수의 비율)을 경험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Borovcnik & Bentz, 1991), 조건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경우를 포함하여 시간축 오개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Lee & Woo, 2009). 본 연구에서 고안한
도입 활동의 전체 경로는 Figure 3과 같다.
빈도적 관점에서의 조건부확률 도입을 위한 수업모형을 1) 조건부 상황의 가능성을 상대도수로 표현하기, 2) 시뮬
레이션으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경험적 확률5)) 구하기, 3)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경험적 확률을 이론
Figure 2 Research process

5) 본고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를 n=500인 상대도수와 구분하여 경험적 확률로 표현하였다.

188

https://doi.org/10.29275/jerm.2021.31.2.179

JERM

빈도적 관점에서의 조건부확률 도입 사례 연구

Figure 3 The steps of the Introducing Activity of conditional probability in frequency approach

Figure 4 Frequency tree diagram simulation

적으로 설명하기의 3단계로 고안하여 활동1과 활동2에 각각 적용하였다. 활동1에서는 조건사건이 먼저 일어난 상황
을 다루고, 활동2에서는 조건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상황을 다룬다. 활동1에서는 표본공간의 질적 변화를 인식하여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이론적 방법을 상대도수와 연결하고 활동2에서는 두 확률의 비를 이용하여 조건부확률을 구하
는 이론적 방법을 상대도수와 연결한다. 마지막 활동3은 형식화 단계로 조건부확률의 용어, 기호, 정의를 도입하고
고전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을 연결한다.
1) 빈도 수형도 시뮬레이션

Figure 4는 본 연구의 활동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화면6)이다. 연구자가 지오지브라 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하여
6) http://bit.ly/2O9uh2c 에서 직접 실행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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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개발한 것으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모든 단말기에서 실행할 수 있다.
주머니에서 두 사람 A와 B가 공을 차례로 뽑는 비복원 추출을 1번, 100번 단위로 반복하거나 계속 실행할 수 있다.
선행연구(Gigerenzer & Hoffrage 1995; McDowell & Jacobs, 2017)에서 효과를 보고한 빈도 수형도 형태로 확률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시각화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7개의 빈도 중 원하는 것을 분모 또는 분자로 선택하
여 상대도수를 구성하고 실시간으로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Figure 4는 시행을 1309번 반
복한 순간의 ‘B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A가 빨간 공을 뽑은 조건부 상대도수’

400
=0.52를 나타내고 있다.
400+376

2) 활동1: 조건사건이 먼저 일어난 조건부 상황
학생들은 조건부 상황에 따라 확률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Lee, 2005; Woo, 2017). 활동1의
1~5번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건의 가능성을 상대도수로 나타내고, 그 과정에서 조건사건에 따라 목적사건이 일어
날 가능성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처음으로 조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건사건
이 목적사건보다 먼저 일어나는 상황만을 다루었다. 1, 2번은 조건이 없는 단순사건의 상대도수를 묻는 문항으로 전
체 시행횟수 중 각 사건이 일어난 횟수의 비율을 구하면 된다. 반면, 3, 4번에서는 조건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목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대도수를 묻는다. 여기서 학생들이 조건사건을 만족시키는 일부의 시행만
을 새로운 전체로 보고 목적사건의 비율을 고려하는 비율 추론을 경험하길 기대하였다. 5번에서는 2번과 3번, 3번과
4번이 목적사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즉 상대도수가 다른 이유를 명시적으로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건
의 유무나 조건의 변화에 따라 목적사건의 확률이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5).
활동1의 6번은 앞에서 구한 조건부 상대도수7)를 조건에 의해 변화한 새로운 표본공간에서의 수학적 확률과 연결
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건부확률은 새로운 확률이 아니라 조건사건에 의해 변화된 새로운 표본공간에서의 수학적 확
률일 뿐이다. 학생들이 문제해결 방법으로 조건부확률 공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조건사건에 의해 변화되는 표본공
간의 질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수학적 확률을 이용하여 조건부확률을 직접 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Cho, 2010;
Lee & Woo, 2009; Tarr & Lannin, 2005). 6(1)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시행횟수가 계속 증가할 때,
조건부 상대도수가 수렴하는 값으로서 조건부확률을 구하도록 하였다. 6(2)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조건부확
률을 이론적으로 직접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문항이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을 계속 실행하면 A가 빨
간 공을 뽑았을 때, B가 파란 공을 뽑은 상대도수는

3
4

=0.75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가 빨간 공을

먼저 뽑아 주머니에 빨간 공이 1개, 파란 공이 3개 남은 상황에서 무작위로 공을 뽑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파
란 공이 나온 횟수의 비율이므로 새로운 표본공간 {빨1, 파1, 파2, 파3}에서 공을 1개 뽑을 때, 파란 색이 나올 수학적 확
률인

3
4

과 같다. 이는 표본공간의 질적 변화를 인식하여 새롭게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A

를 이용하는

𝑛𝑛(𝐴𝐴 ∩ 𝐵𝐵)
8)
𝑛𝑛(𝐴𝐴) 과는 다른 것이다 .

3) 활동2: 조건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조건부 상황
활동2의 전체적인 흐름은 활동1과 동일하나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역확률 상황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
역확률 상황은 시간축 오개념(Falk, 1986)의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 조건사건이 항상 먼저 일어나는 문제만을 다룬다
7) 본고에서는 조건부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대도수를 조건부 상대도수로 표현하였다.
8) 수학적으로는 동치이다. 여기에서 다르다는 것은 추론 과정의 차이를 의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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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ctivity 1

면 학생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은 조건이 될 수 없거나 조건이 되더라도 먼저 일어나는 사건에 확률적으로는 아무
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Lee, 2005). 순서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수형도에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
을 조건사건, 먼저 일어난 사건을 목적사건으로 두고 상대도수와 확률을 생각해보는 경험은 조건부확률에서 시간 순
서와 조건관계가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Binder et al., 2015). 이에 활동2의 1번에서는 B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A가 빨간 공을 뽑았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대도수를 구하도록 하였다. Figure 1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로 들면 상대도수는

376
이다(Figure 6).
376+400

이후 활동1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를 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구성하였다. 활동1과 달리 역확률 상황의 조건부확률은 표본공간의
질적 변화를 이용하여 직접 구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에 학생들이 조건부
상대도수를 두 확률의 비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는 시행횟수가 한없이 커지면 큰 수의 법칙에 의해
의 P(B|A)=

𝑃𝑃(𝐴𝐴 ∩ 𝐵𝐵)
𝑃𝑃(𝐴𝐴)

A와 B가 모두 파란 공을 뽑은 횟수
B가 파란 공을 뽑은 횟수

=

P(A와 B가 모두 파란 공을 뽑는 사건)
에
P(B가 파란 공을 뽑는 사건)

(A와 B가 모두 파란 공을 뽑은 횟수)/시행횟수
(B가 파란 공을 뽑은 횟수)/시행횟수

가까워지며, 이는 조건부확률의 정

와 연결된다. 그러나 상대도수의 분모, 분자를 전체 시행횟수로 나누어 상대도수의 비율로 인식하

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조건부 상대도수를 두 상대도수의 비로 나타내는 과정을 2(2)번에서 보
조문항 형태의 비계로 제공하고, 3번에서 학생이 스스로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확률의 비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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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ctivity 2

4) 활동3: 조건부확률의 형식화
활동3은 조건부확률 개념의 형식화 단계로, 용어 및 기호를 도입하고 활동2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조건부확률의 정
의를 소개한다. 또한 근원사건의 가능성이 동등한 표본공간 S의 부분사건 A, B에 대해서는 P(B|A)=
𝑛𝑛(𝐴𝐴 ∩ 𝐵𝐵)
가
𝑛𝑛(𝐴𝐴)

𝑛𝑛(𝐴𝐴 ∩ 𝐵𝐵)

𝑃𝑃(𝐴𝐴 ∩ 𝐵𝐵)
𝑛𝑛(𝑆𝑆)
= 𝑛𝑛(𝐴𝐴)
𝑃𝑃(𝐴𝐴)

=

𝑛𝑛(𝑆𝑆)

성립하므로 경우의 수의 비율로 조건부확률을 구할 수 있음을 소개함으로써 빈도적 관점과 고전적 관점을

연결한다. 심화학습으로 적공간 형태의 표본공간 구성활동(Cho, 2010)을 통해서 표본공간의 질적 변화를 고려한 직
접 구하기 방법이 고전적 정의와 수학적으로 동치임을 확인하게 할 수도 있다.

4. 수업 실행
수업은 2020년 10월 23일 P고등학교 1학년의 등교수업 기간 중 정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쉬는 시간 없이 100
분(2차시) 동안 이루어졌다. 당시는 코로나19 (COVID-19)가 일시적으로 진정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기간이었다. 수업 중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오개념이나 잘못된 추론에 대해 논의하고 반성하며 조건부확률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Jones et al., 1999; Tarr & Lannin, 2005), 학생들의 추론을 가시화시켜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과제를 모둠
별로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Table 4는 연구참여자들의 코드 및 모둠 편성을 정리한 것이다.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대한 동일학급의 학생들을 한 모둠으로 편성하였다. 책상을 4개씩
붙여 모둠원끼리 모여 앉을 수 있도록 하였고, 모둠별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노트북을 1개씩 배치하였으며,
활동지는 개인별로 배부하였다. 교사는 교실 전면에 빔 프로젝터로 프레젠테이션과 시뮬레이션을 띄워 놓고 칠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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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업에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수업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수업 관찰 및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다. 100분 동안 이
루어진 수업 활동의 내용은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의 도입 활동은 상대도수, 상대도수와 이론적 확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 1학
년인 연구참여자들은 중학교 2학년 이후로 학교 수업에서 2년간 상대도수나 확률을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격
적인 활동에 앞서 중학교 2학년 확률 내용을 간단한 유인물과 함께 복습하였다. 동전 던지기 실험에서 상대도수의 정
의, 시행횟수가 많아질수록 앞면이 나온 횟수의 상대도수가 0.5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를 확률이라 한다
는 것, 이 확률 0.5는 실험이나 관찰을 하지 않고도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복습하였다. 이후 수업
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 상황으로 빨간 공이 2개, 파란 공이 3개 담긴 주머니에서 A, B가 차례로 공을 1개씩 뽑는
비복원 추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A와 B가 공을 1개씩 차례로 뽑는 것을 1회의 시행이라고 하고 이때는 공
을 다시 넣지 않지만,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는 공을 다시 넣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시행을 빠
르게 반복해줄 수 있는 도구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소개하고, 빈도 수형도 형태로 제시되는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활동을 15분 간 진행하였다(NCTM, 2000). 이후 차례로 활동1, 활동2, 활동3을 진행하였다. 활동1의 1~5번, 활동1
의 6~7번, 활동2의 1번, 활동2의 2~3번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인별 문제해결, 모둠 토론, 대표 모둠 발표, 교사
의 정리 순으로 진행하였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활동2에서는 대표 모둠 발표를 생략하였으며, 활동3에서는 조건
부확률 용어와 기호를 도입하는 부분을 간단히 진행한 후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Table 4 Subjects information
모둠
학생
성별

1조
s11
남

s12
남

2조
s13
남

s21
여

s22
여

3조
s23
여

s31
남

4조
s32
남

s41
남

5조

s42
남

s43
남

s51
남

s52
남

s53
남

Table 5 Classroom instruction procedure
시간(분)

활동

세부내용

5

중학교 2학년 확률 복습

5

문제 상황 및 시뮬레이션 소개

• 동전 던지기 실험에서 상대도수의 정의 복습
• 상대도수로서의 확률과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의 확률 사이의 관계 복습
• 수업에서 다룰 주머니 공 비복원 추출 문제 상황 소개

10
40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
조건사건이 먼저 일어난 조건부확률[활동1]

• 확률 시뮬레이션 소개 및 조작법 안내
• 빈도 수형도로 제시되는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
• 조건사건이 먼저 일어난 조건부 상대도수 구하기(시행횟수 n=500)

30

• 조건의 유무, 조건의 종류에 따른 상대도수의 변화 탐구
•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로서의 조건부확률 구하기
• 실험없이 이론적으로 조건부확률 구하기[변화된 표본공간에서의 수학적 확률]
조건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조건부확률[활동2] • 조건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조건부 상대도수 구하기(시행횟수 n=500)
•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로서의 조건부확률 구하기
• 실험없이 이론적으로 조건부확률 구하기[두 확률의 비로서의 조건부확률]
조건부확률 형식화[활동3]
• ‘조건부확률’ 용어와 기호 도입

10

• 조건부확률의 일반적 정의 P(B|A)=

𝑃𝑃(𝐴𝐴 ∩ 𝐵𝐵)
𝑃𝑃(𝐴𝐴)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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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사례 연구의 객관화를 위하여 자료 수집을 다원화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수업 촬영 영상, 노트북 화면 및
음성 녹화 영상, 학생용 활동지이다. 총 6대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수업을 촬영하였다. 모둠 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
용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모둠별로 1대씩 캠코더를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1대의 캠코더는 교실 뒤편에서 전체
수업을 촬영하는 데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시뮬레이션 조작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모둠별로 배치된 노트북 화면
을 녹화하면서 외부 마이크 음성도 함께 녹음하였다. 수집한 모든 영상을 전사하여 전사자료를 생성하였다. 학생들에
게는 활동지의 답을 수정할 때 되도록 지우개를 사용하지 말고 두 줄로 그은 후 옆에 새로운 답을 쓰도록 안내하였고,
수업 후 활동지를 모두 수합하였다.
빈도적 관점의 도입 활동은 크게 조건부 상대도수를 구성하는 단계와 경험적 확률을 이론적 확률과 연결하는 단
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활동1의 1~5번, 활동1의 6~7번, 활동2의 1번, 활동2의 2~3번의
네 단계로 구분한 뒤 분석하였다. 각 단계에서 학생들의 확률 추론 양상을 조직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개
별 학생의 초기추론’과 ‘모둠 활동을 통한 추론의 조정 과정’을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Woo et al.,
2006). 학생의 초기추론은 모둠 활동 초기 의견 공유 과정에 대한 전사자료와 활동지의 최초 응답을 이용하여 판단하
였으며, 이러한 개별 학생의 추론이 모둠 활동을 통해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보았다. 활동1의 1~5번, 활동2의 1번
에서는 조건부 상황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도수의 분모와 분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
았다. 활동1의 6~7번, 활동2의 2~3번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한 경험적 확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
여 어떤 추론을 하는지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특히 조건부 상대도수를 구성한 경험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점검이
이론적 설명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는 지 살펴보았다. 추론 결과가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나더라도 과정이 다르면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추론 특성이나 오개념의 영향이 나타나는 지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전사 자료에 나타난 발화, 영상 속 학생의 제스처, 수합한 활동지 기록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추론 과정
을 살펴보았으며, 시뮬레이션에서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노트북 화면 녹화 영상을 함께 분석하였다. 사례 연
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업을 실행했던 교사로부터 연구 결과에 제시된 수업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검증
받는 과정을 거쳤다. 단계별로 나타난 학생들의 추론을 개별 학생의 초기추론과 모둠 활동을 통한 조정 과정을 기준
으로 유형화하여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IV. 결과 분석
1. 활동1의 1~5번: 조건사건이 먼저 일어난 조건부 상대도수
활동1의 1~5번은 모둠별로 시뮬레이션을 500회 실행한 후 빈도 수형도로 제시되는 실험결과의 빈도를 이용하여
각 사건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대도수를 구성하는 과제이다. 14명의 모든 학생들이 1번, 2번 조건이 없는 단
순사건의 상대도수를 정확히 구하였다. 그러나 조건부 상대도수를 구하는 3, 4번의 응답은

𝑛𝑛𝑟𝑟𝑟𝑟 𝑛𝑛𝑟𝑟𝑟𝑟 9)
, ͳ의
𝑛𝑛𝑟𝑟 𝑛𝑛𝑡𝑡

두 가지 유형

9) 연구 결과의 효율적 기술을 위하여 전체 시행횟수는 nt, A가 빨간 공을 뽑은 횟수는 nr, A가 빨간 공을 뽑고 B가 파란 공을 뽑은 횟수는  nrb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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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모둠 활동이 끝난 시점에 14명 중 9명은

𝑛𝑛𝑟𝑟𝑟𝑟
를
𝑛𝑛𝑟𝑟

바르게 구하였지만, 5명은

다. 학생들의 추론 양상은 후술하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𝑛𝑛𝑟𝑟𝑟𝑟
:
𝑛𝑛𝑟𝑟

𝑛𝑛𝑟𝑟𝑟𝑟
ͳ
이라고
𝑛𝑛𝑡𝑡

생각하고 있었

조건부 상대도수를 바르게 구성

s13, s21, s22, s42, s43, s52, s53의 7명은 개별활동 단계에서 조건부 상대도수를 바르게 구하였다. s23, s41의 경
우 처음에는 분모가 500(nt)이라고 생각했으나 모둠 활동에서 팀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추론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14
명 중 9명(64%)이 조건부 상대도수를 바르게 구성하였다. 다음은 s41과 s42의 모둠 토론 대화 중 일부이다.
1 s 42: (s41이 3번, 4번 상대도수의 분모를 500으로 적은 것을 보고) 여기 200(nr) 분에 아니야? A가 먼저 빨간
거를 뽑고 생각하는거니까
2 s41: 어 그거 나도 헷갈려
3 s42: 500 분에 인가?
4 s41: 전체적인게 500이니까
5 s42: A가 먼저 빨간색을 뽑았으니까
6 s41: ‘상황에서’이니까, 200(nr) 이 맞을 수도 있겠다. A가 먼저 빨간 공을 뽑은 상황. 200(nr) 분에가 맞는거 같
아. 200(nr)이 맞는거 같아(s41이 3번, 4번의 분모를 500에서 각각 200(nr), 300(nb) 으로 수정함)
s41은 상대도수의 분모를 전체 시행횟수와 조건사건이 일어난 횟수 중에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할 지 고민했으나
(줄 2), s42의 조건사건에 대한 언급(줄 1, 5)을 통해 조건사건이 이미 일어난 시점에서의 가능성임을 인식하고 분모
를 nt에서 nr로 수정하였다.
교사는 개인활동과 모둠활동을 마무리 한 후 먼저 3조에게 발표를 시켰다. 3조는 3번, 4번에서 조건사건의 발생횟
수에 대응되는 분모를 전체 시행횟수 500(nt)으로 정하였다. 이에 교사는 3조와 다른 결과가 나온 모둠이 있는지 확
인한 후 1조의 s13에게 발표 기회를 주었다. s13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t: 그리고 3, 4번이 왜 3조와 다르게 나왔어? 설명해 줄래?
8 s 13: 그니깐 빨간 공을 애초에 일단 뽑았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인(수형도에서 207(nr)을
동그라미 치며) 경우의 수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분모가 207(nr)이 되는 거고, 거기서 파란 공을 뽑는 거니까
분자가 이제 163(nrb)이 되는거고 이것도 4번도 똑같이 무조건 이거(수형도의 nb 가르키며)뽑았다고 가정하는

연구 결과의
효율적
기술을 위하여 전체 시행횟수는 𝑛𝑛𝑡𝑡 , A가 빨간 공을 뽑은 횟수는 𝑛𝑛𝑟𝑟 , A가 빨간 공을 뽑고 B가 파란 공을 뽑은 횟
nbb)이
되요.
거니까 분모가 293(nb)이 그리고 분자가 이게 153(
1

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냈다.

9 t: 그러면 1조에서는 2번과 3번의 상대도수가 다르잖아 지금, 그거는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10 s 13: 여기는(2번) 그냥 파란 공을 뽑았다고 가정해 놓고, 얘(3번)는 그냥 이걸(수형도의 nr 가르키며).. 아 뭐라
해야하지.. (잠시 정적) 조건이 있잖아요? 3번은 빨간 공을 뽑았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번은 조건이 없어서
11 t: 그러면 3번과 4번이 다른 건 왜 그런거야?
12 s 13: 그거는 둘 다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3번의 조건은 빨간 공을 뽑았을 때라는 그 조건이고 4번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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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라는 조건이니까 3, 4번의 조건이 달라서 상대도수가 다르게 나온다.
s13은 3조와 달리 상대도수의 분모를 조건사건이 일어난 횟수로 정하였다. 교사의 설명을 요청하는 발문에 s13은
조건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목적사건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도수의 분모를 조
건사건이 일어난 횟수로 제한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줄 8). 또한 과제 설계의 의도대로 조건부 상대도수를 구하는
활동을 통해 조건의 유무, 조건사건의 종류에 따라 가능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줄 10, 12).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건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 또는 일어난 시점에서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주목함
으로써 상대도수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 조건부 상황의 가능성을 상대도수로 표현하는 과제는 적절한 분모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항상 부분으로만 다루었던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전체로 인식하도
록 하였다. 또한 단순 사건, 조건부 사건의 가능성을 상대도수로 나타내고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조건에 따라 목적 사
건의 가능성이 변화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2)

𝑛𝑛𝑟𝑟𝑟𝑟
ͳ
:
𝑛𝑛𝑡𝑡

문제 상황을 곱사건으로 이해

일부 학생들은 조건부 상대도수에 대해 잘못된 추론을 하였다. 4명의 학생 s11, s12, s31, s32은 ‘A가 빨간 공을 뽑
았을 때, B가 파란 공을 뽑는 사건’을 곱사건 ‘A가 빨간 공을 뽑고, B가 파란 공을 뽑는 사건’으로 이해하였다. 다음은
모둠 토론이 끝난 후 3조 s32의 발표 중 일부이다.
13 s 32: 3번은 A가 빨간 공일 때 B가 파란 공(수형도의 nrb 가르킴), 여길 보면 A가 빨간 공일 때 B가 파란 공은
163
을 판서) 그 다음 이거 4번은 순서가 바뀌니까 A가 파란
500
153
을 판서).
공이고 B도 파란 공일 때 153번(nbb) 똑같이 500번 중에 153번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500

163(nrb)번인데 똑같이 500번 중에 163번이니까(

14 t: 자 그러면 3조는 다 저렇게 똑같이 나온 거에요? 박수 한번 쳐 주고. 그 다음 3조에서는 2번과 3번의 값이 다
른 이유는 뭐야?
15 s32: 일단은 2번과 3번이 다른 이유는 먼저 2번은 봤을 때 파란 공일 뿐이자나요.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칠판의 수형도에서 B가 파란 공을 뽑는 경우 nrb, nbb 2개를 분필로 가르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빨간 색은
뽑았고 그 다음 파란색이니(수형도 nrb 가르키며) 1가지의 경우의 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요.
‘A가 파란 공이고 B도 파란 공일 때’라는 설명(줄 13)과 상대도수를 보았을 때, s32는 문제 상황을 곱사건으로 이해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곱사건으로 이해한 학생들은 s32의 경우와 같이 2번과 3번이 다른 이유를 경우의 수 관점에
서 2번은 B가 파란 공을 뽑는 2가지 경우를 포함하고, 3번은 A가 빨간 공, B가 빨간 공의 1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다
르다고 추론하였다. 1조의 s11, s12도 3조와 같이 문제 상황을 곱사건으로 이해하였고, 모둠 내에서 s13과의 토론이
있었으나 교사의 설명이 있을 때까지 수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으로 “~일 때, ~인 사건”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미 빈도 수형도를 해석하는 활동에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조건부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의도적으로 ‘A가 먼저 빨간 공을 뽑은 상황에서, B가 파란 공을 뽑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대도수를 구해보자’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상황을 곱사건으로 이해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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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나타났다.

3)

𝑛𝑛𝑟𝑟𝑟𝑟
ͳ
:
𝑛𝑛𝑡𝑡

문제 상황을 이해했으나 분모를 전체 시행횟수로 본 경우

s51의 경우 조건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대도수의 분모를 전체 시
행횟수 500(nt)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은 활동1의 3번에 대한 5조의 모둠 토론 내용 중 일부이다.
16 s52: 3번은?
17 s51: 500분의 136(nrb)
18 s52: 500분에야?
19 s53: 난 186(nr)했는데
20 s51: (수형도의 186(nr)을 가르키며) 아, 186(nr)으로 먼저 제한해놓고 해야하는건가? 4번도 314(nb)분의
151(nbb) 나왔겠네?
21 s52, s53: 응
22 s51: (잠시 후 순회지도 중인 교사에게 s51이 질문을 함) 상대도수요. 정의가 뭐에요?
23 t: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40번 나온다 그러면 앞면이 나온 상대도수는

40
100

24 s 51: 그러면 이렇게 A를 거치고(수형도에서A빨, A파를 동그라미 치면서) 나서 들어가는 그 상대도수 구할 때는
분모를 무엇을 써야해요?
25 t: 음 그걸 이제 생각해보는 건데. 요(활동지 3번 문장을 가르키며) 가능성을 나타내줘야되잖아? A가 먼저 이미
빨간 공을 뽑은 상황에서 이제 B가 파란 공을 뽑으려고 했을 때 파란 공이 나올 그 가능성을 나타내 줄 수 있으
려면 분모를 뭘로 해야겠어?
5조의 경우 s52와 s53은 분모를 186(nr)이라 생각했지만, s51은 분모를 500으로 정하였다. s51은 조건부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줄 24) 분모를 186으로 설정한 s52, s53의 의견을 확인하였지만(줄 20) 여전히 분모 설
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s51은 교사에게 답을 요청했지만(줄 24),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강조하여 문제의 의도를 재진술하는 응답을 하였다(줄 25). s51은 활동1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에야 상대도수의 분모가 조건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s51이 상대도수의
정의에 대해 교사에게 질문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줄 22). 중학교 1학년에서는 표에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로서 상대도수를 정의하며, 중학교 2학년 확률 도입 과정에서도 전체 시행횟수에 대한 특정 사
건이 일어난 횟수의 비율로 상대도수를 소개한다. 즉, 항상 분모가 전체 도수인 상대도수만을 다루었던 사전 경험이
s51이 전체 시행횟수가 아닌 조건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상대도수의 분모로 생각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2. 활동1의 6~7번: 경험적 확률을 표본공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전체 시행횟수는 𝑛𝑛𝑡𝑡 , A가 빨간 공을 뽑은 횟수는 𝑛𝑛𝑟𝑟 , A가 빨간 공을 뽑고 B가 파란 공을 뽑은 횟수는 𝑛𝑛𝑟𝑟𝑟𝑟

학생들은 3, 4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분모, 분자를 선택하여 상대도수를 구성하고 시행횟수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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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클 때의 값인 경험적 확률을 활동지에 적었다. 모든 모둠이 1000회 이상의 충분한 시행을 실행하였는데, 대부분은
마지막에 나타난 상대도수를 적었고 일부는 가장 빈번하게 보였던 상대도수를 적었다. 이후 학생들은 모둠 토론을 통
해 시뮬레이션의 도움없이 이 확률을 이론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활동1의 전반부와 달리 모든 학생
들이 시뮬레이션,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과제를 해결하였다. 단,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
이가 존재하였는데 1조와 5조는 초기부터 상대도수의 구성 방법과 연결하여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반면, 2, 3, 4조에
서는 초기에 잘못된 추론이 나타났다가 시뮬레이션이나 교사를 통해 인식된 후 수정되었다.
1) 상대도수의 구성 방법과 연결된 이론적 설명
5조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A가 빨간 공을 뽑았을 때 B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을 0.76, A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B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을 0.5로 구한 뒤, 두 확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다음은 s51, s53의 활동지
필기 Figure 7과 관련된 5조의 대화이다.
26 s 51: 아까 상대도수 분모를 전체가 아니라 그니까 정말 전체가 아니라 이거(활동지 ‘A가 빨간 공을 뽑았을 때’
에 동그라미 치며)일 때 자나. 똑같이 확률 구했던 것처럼 하면은 그니까 결국에 얘(‘A가 빨간 공을 뽑았을 때’
에 밑줄 치면서)는 고정인거야
27 s 51: 얘의 확률은 고려하지 않고 얘는 무조건 전제라고 하는 거지. 1이자나 그러면 그 상태에서 B가 파란 공을
뽑으니까 다섯개 중에서 이미 하나를 뽑았으니까 4분의 파란 공 3개 해서 0.75,

3
4

28 s53: 아~~ 맞네
29 s 51: 똑같이 이것도 A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는 그냥 고정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1을 한다음에 B가 파란 공
을 뽑으면, 이미 파란 공이 하나 뽑혀있으니까 4분의 2해서 0.5
30 s 53: 아. 그니깐, 5개 있을 때, 빨간 공을 뽑았으니까 4개남고 파란 공이 3개니까 0.75 이렇게 나오는거고 얘는
파란공을 뽑았으니까 2개 2개 해서 0.5
s51은 조건부 상대도수를 구성할 때 조건사건이 이미 일어난 횟수를 분모, 즉 전체로 두었던 경험을 토대로 조건사
건이 이미 일어난 후의 표본공간에 주목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줄 26). s51은 조건사건이 반드시 일어났다고 가
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확률 1을 할당하고(줄 27) 조건부확률

3
4

와 곱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사건이 포

함된 맥락에 곱셈 정리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조건부 상황을 곱의 의미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수학적
인 오류가 있지만, 3 에 대한 설명은 변화된 표본공간에서의 공의 비율을 이용한 추론을 포함한다. s53도 s51과의 대
4

Figure 7 Responses of s51 and s53

198

https://doi.org/10.29275/jerm.2021.31.2.179

JERM

빈도적 관점에서의 조건부확률 도입 사례 연구

화를 통해 경험적 확률을 변화된 주머니에서의 공의 비율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었다(줄 30). 또한 s51과 s53은 시
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경험적 확률을 자신의 이론적 모델을 점검하는데 사용하였다(줄 27, 줄 30). 1조에서의 양상도
5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상대도수의 분모를 조건사건에 따라 축소했던 경험이 조건사건에 의한 표본공간의 변
화에 주목하고 수학적 확률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잘못된 초기 추론이 수정된 경우
2조는 처음에 단순히 상대도수의 ‘횟수’를 ‘확률’로 바꾸어

B가 파란 공을 뽑는 확률
A가 빨간 공을 뽑는 확률

라고 추론했고 3조, 4조는 곱사건의

확률(A가 빨간 공을 뽑을 확률)×(B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시뮬레이션과 큰 수의 법칙
을 이용하여 이론적 모델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추론을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 다음은 3조와 4조의 모둠 토론 내
용과 관련 장면(Figure 8)이다.

3
31 s 32: (활동지에 적으면서) 2 곱하기 해서 6 .. (모니터의 0.76을 가르키며) 다르네. 아 그니깐, 얘를 생각했
5

4

20

을 때 얘(문제를 가르키며)는 무조건 빨간 색을 먼저 뽑고 난 뒤에 해당되는 상대도수니까
32 s 31: 그렇지 그러면 다시 해야겠네? 우리 아까 할 때도 이걸(모니터 수형도의 A빨을 가르키며) 분모로 했던 거
맞지?
33 s 32: (끄덕 끄덕) 아! 이미 빨간색을 뽑은거니까 빨간색을 하나 빼고 그럼 총 개수가 4개자나 그 중에 3개하면
3

(종이에 4 를 쓰고 상대도수 0.76에 밑줄 치면서) 비슷하게 나오네
34 s31: 아 그러네. 이거는?
35 s32: 이것도 파란 공을 뽑으면 2개, 2개. (활동지에 적은 상대도수 0.5 보면서) 그래서 비슷한거네
36 s31: 아 그러네. 이걸 말로 적어야된다는데?
37 s32: 개수를 이용하여니까.. 그 공 뽑은 후의 개수를 분모로 남은 그 뽑을 공의 개수를
38 s31: 분자로
39 s32: 응 그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 t: 왜 곱했어?
41 s 42: 이거 전체 5개 중에 빨간 거 뽑으니까 2 , 두 번째는 B가 파란 공 뽑으니까 4개 중에 파란공 2개니까. 아
5

니 3개니까

3
4

Figure 8 Scenes related to group discussions in groups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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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 그래서 곱했다? 조원들의 의견이 다 일치해?
43 s41: 네
44 t: 진짜야? 음~ (교사가 떠남)
45 s42: 반응이 틀린 것 같은데?
46 s 41: 이게 여기서(문제의 ‘A가 빨간 공을 뽑았을 때’를 가르키며)니까 아까처럼 얘(수형도의 A빨)가 분모가 되
야하는거 아니야?
47 s42: 무슨 말이야?
2

48 s41: 얘가 분모가 되어야하자나. 그런데 얘( )는 분모가 얘(수형도의 전체(nt) 가르키며)자나 (잠시 후)
5

49 s41: 혹시

3
4

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개 중에 3개. 그럴 것 같지 않아? 얘는

50 s42: (활동지에 0.77과

3
4

, 0.53과

1
2

3
4

, 얘는

1
2

을 번갈아가며 가르키며) 얘랑 얘랑 비슷하네

51 s41: 맞는거 같아. (지우개로 앞에 곱해져있던

2
5

,

3
5

을 지우고

3
4

과

1
2

만을 남김)

두 모둠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1을 통해 조건부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도수를 구했음
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다시 곱사건의 확률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줄 31, 41). 둘째 큰 수의 법칙과 시뮬레
이션을 통해 구한 상대도수가 학생들에게 추론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조는 시뮬레이션의 상대도
수와 비교하여 곱사건의 확률이 잘못된 추론임을 인식하였으며(줄 31), 수정한 추론을 다시 상대도수와 비교하여 점
검하였다(줄 33, 35). 4조의 경우 오류의 인식은 교사의 발문과 반응에 의한 것이었지만(줄 45), 새로운 추론을 큰 수
의 법칙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났다(줄 50). 특히 경험적 확률과 이론적 확률의 차이가 0.1~0.3
정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변이성을 고려하여 두 값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였다(줄 33, 50). 셋째, 이전 활동에서 조건사
건에 따라 상대도수의 분모를 축소한 경험이 질적으로 변화된 표본공간을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다(줄 32, 46). 이는
앞선 1조, 5조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넷째,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3
4

을 구했지

만, 그것이 바로 경험적 확률과 연결되지 않았다. 경험적 확률과 조건부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두 대상이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줄 31, 41). 상대도수로 구한 확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3

단절되었던 경험적 확률(0.76 또는 0.77)과 이론적 확률 4 이 연결되었다.

3. 활동2의 1번: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상대도수
활동2의 1번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B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A도 파란 공을 뽑았을 가능성’을 상대도수
로 나타내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조건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A가 먼저 뽑은 공의 색깔을 모르는 상
황에서 B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A도 파란 공을 뽑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이미 활
동1에서 조건부 상대도수를 구한 경험이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도 53%가 빈도 수형도를 이용하여 역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Zhu & Gigerenzer, 2006)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상대도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르게 상대도수를 구한 조는 하나도 없었다. 교사가 모둠 토론에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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𝑛𝑛𝑏𝑏𝑏𝑏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
=
이 3명, 목적사건만 고려한
× 이
= 3명, 목적사건
𝑛𝑛𝑏𝑏 𝑛𝑛𝑡𝑡
𝑛𝑛𝑡𝑡
𝑛𝑛𝑏𝑏 𝑛𝑛𝑡𝑡
𝑛𝑛𝑡𝑡

기 전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곱셈 정리를 적용한
의 빈도에 오류가 있는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 𝑛𝑛𝑟𝑟𝑟𝑟

가 6명이었다.

𝑛𝑛𝑏𝑏𝑏𝑏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
=
: 곱셈 정리를 적용한 경우
𝑛𝑛𝑏𝑏 𝑛𝑛𝑡𝑡
𝑛𝑛𝑡𝑡
𝑛𝑛𝑏𝑏𝑏𝑏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일부 학생들은 곱셈 정리를 적용하여 𝑛𝑛 × 𝑛𝑛 = 𝑛𝑛 라 생각했는데, 이는 P(A|B)를 P(B|A)P(A)로 접근한 것으로
𝑏𝑏
𝑡𝑡
𝑡𝑡

1)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은 3조 학생들의 토론 내용이다.

52 s 32: 곱해야하지 않을까? 얘(B파파)를 뽑았을 때, 얘(A파)도 뽑고 얘(B파)도 뽑아야하니까. 이미 얘(A파)를 뽑았으
니까! 그럼 전체를 생각해야하나?
53 s31: 500분의...(고개를 갸우뚱) 500분의 299(nb) 곱하기 299분의 141(nbb) (s32이 받아서 적어봄)
299

141

54 s32: ( 500 × 299 을 보면서) 이걸로 하면은 이거(A파) 뽑고 이거(B파) 뽑는거자나
55 s31: 그렇긴 하네. 그럼 그냥

141
인가?
500

3조의 경우 활동1에서 ‘~일 상황에서 ~일 가능성’과 같은 조건문을 곱사건으로 이해하고 곱셈정리를 적용하여 상
대도수를 구했었다. 이후의 활동을 통해 조건문의 형식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2에서 또 다시
조건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조건부 상황의 가능성을 곱셈 정리를 적용하여 접근하였다(줄 54). B가 파란 공을 뽑으려
면 A가 이미 파랑을 뽑아야한다는 발화(줄 52)를 참조했을 때 조건문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축 오개념의 영향
으로 곱셈 정리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조 학생들은 교사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 추론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
다. 한편, 다음은 모둠 토론 시간에 순회지도를 하던 교사와 1조 학생들의 대화 내용 중 일부이다.
𝑛𝑛 161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
𝑛𝑛𝑏𝑏 500
𝑛𝑛𝑡𝑡
𝑛𝑛𝑡𝑡

𝑏𝑏𝑏𝑏
56 s12: 이거
×

( ) 맞아요? 아닌거 같은데..

57 t: 여기 이건 어떻게 했어?

58 s11: 그냥 B가 파란색을 뽑아야하니까 이렇게(

161
316
) 한다음에, A도 파란 색을 뽑아야하니까 이걸(
) 곱하기
316
500

59 t: 음, B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라고 했자나. (활동지에 밑줄 치면서)
60 s12: (2개의 손가락을 벌려 수형도의 nrb, nbb 를 가르키며) 그럼 이거 아니에요?
61 t: 그래 B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139+161(nrb+nbb)(활동지에 적으면서)
62 s12: (s11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가 맞았다는 표정을 지음)
63 t: 분자는 뭐야?
64 s12: 분자 이거 아니에요? (316(nb)을 손으로 가르키며)
65 s11: (웃으며 틀렸다는 듯이) 분자가 그거냐?
66 t: B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A도 파란 공을 뽑았다.. 316개?
67 s12: 아, 아, 아, 161이요
68 t: 161? 왜 16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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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s 12: 그니까 B 뽑았을 때 이렇게(문제의 ‘A도 파란 공을’ 부분을 가르킴) 되려면은 (수형도의 nbb 가르킴) 둘다
161

파란 색이어야 하는데, 그건 161인데, 전체는 300?(손가락 2개로 nrb, nbb 를 가르키며) 300이니까, 316 .
70 t: 그렇지

1조의 s11도 3조와 동일하게

𝑛𝑛𝑏𝑏𝑏𝑏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
=
라 생각하였고(줄 58), s12은 s11의 추론이 이상하다고 느끼고는 있었
𝑛𝑛𝑏𝑏 𝑛𝑛𝑡𝑡
𝑛𝑛𝑡𝑡

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이때 순회지도 중인 교사가 접근하자 s12은 교사에게 s11의 의
견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다(줄 56). 이에 교사가 조건사건을 강조하여 재진술하자(줄 59) s12이 분모에 대한 바른 추
론을 제시하였다(줄 60). 이후 s12는 분자를 316(nb)로 잘못 추론했었지만, 교사가 조건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발

문하자 바르게 수정할 수 있었다(줄 66, 67). s11, s12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건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조건부
상대도수의 분모, 분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줄 69).
𝑛𝑛𝑏𝑏𝑏𝑏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2)× :=조건사건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
𝑛𝑛𝑏𝑏 𝑛𝑛𝑡𝑡
𝑛𝑛𝑡𝑡
𝑛𝑛𝑏𝑏𝑏𝑏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 로
= 구하였다. 다음은 관련된 4조의 모둠 토론 내용이다.
4조의 경우 상대도수를
𝑛𝑛𝑏𝑏 𝑛𝑛𝑡𝑡
𝑛𝑛𝑡𝑡

71 s41: A가 먼저 뽑으니까 B는 A가 알바가 아니자나
72 s42: 응
73 s41: A는 파란 공을 뽑은 게 300개니까 (자기가 쓴 답 가르키며)

300
500

74 s41: 앞에 A가 뭘 뽑든 간에 얘(수형도에서 A빨, A파 가르키며)는 어차피 이 확률이지나 A가 먼저 뽑으니까.
s41은 B가 A보다 나중에 공을 뽑기 때문에 B가 파란 공을 뽑는 사건이 A가 파란 공을 뽑는 사건의 가능성에 영향
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줄 41). 따라서 B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A가 파란 공을 뽑았을 확률’은 ‘A가 파란 공을
𝑛𝑛

𝑛𝑛

𝑛𝑛

𝑏𝑏𝑏𝑏
𝑏𝑏
𝑏𝑏𝑏𝑏
× 로
= 구성하였다. 다른 조원들도 s41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이는 조건
뽑았을 확률’과 같다고 생각하여 상대도수를
𝑛𝑛
𝑛𝑛
𝑛𝑛
𝑏𝑏

𝑡𝑡

𝑡𝑡

관계를 시간순서와 관련 짓는 시간축 오개념이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4조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1조의 사례와
같이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분모로 두는 조건부 상대도수를 완성할 수 있었다.

3)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 𝑛𝑛𝑟𝑟𝑟𝑟

: 목적사건의 빈도를 잘못 구한 경우

2조와 5조는 정답에 가장 근접한 상대도수
타난 토론이다.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 𝑛𝑛𝑟𝑟𝑟𝑟

를 구하였다. 다음은 2조가 상대도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

75 s 22: B가 파란 공을 뽑았으니까 150(nbb). A가 파란 공을 뽑았으니까 313(nb) 해서

313
. 근데 이럴 수가 있나?
150

1이 넘을 수가 있다고? 이럴수가 있나?
76 s22: (잠시 후 뭔가 깨달은 듯이) 어? 분모가 293(150(nbb)+143(nrb))이 되는 것 같아. B가 파란 공을 뽑으니까
얘네(수형도에서 두 손가락으로 nrb, nbb를 가르키며) 둘 다인 것 같아. (지우고

202

https://doi.org/10.29275/jerm.2021.31.2.179

313
으로 수정함)
293

JERM

빈도적 관점에서의 조건부확률 도입 사례 연구

77 s23: 그래도 1보다 큰데?
78 s 22: 아 그러네. 모르겠어. A가 빨간 공을 뽑고 B가 파란 공을 뽑았는데, 어쨌든 B가 파란 공을 뽑으니까 분모
가 293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1보다 커 가지고..
s22는 처음에 𝑛𝑛𝑏𝑏 로 생각했다가 상대도수가 1보다 큰 것을 보고
𝑛𝑛𝑏𝑏𝑏𝑏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 𝑛𝑛𝑟𝑟𝑟𝑟

로 수정하였다(줄 75, 76). 그러나 여전

히 상대도수가 1보다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A가 파란 공을 뽑은 모든 횟수(nb)를 분자에 두었다는 점에서 오
류가 있지만, s22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B가 파란 공을 뽑은 횟수(nbb+nrb)를 전체로 두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줄 78). 5조도 2조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상대도수가 1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하는 과정이 유사하게 나타났지
만 추론을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𝑛𝑛𝑏𝑏
𝑛𝑛𝑏𝑏𝑏𝑏 + 𝑛𝑛𝑟𝑟𝑟𝑟

는 학생들이 문제의 ‘A도 파란 공을 뽑는 횟수’에만 집중하면서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형도의 ‘A가

파란 공을 뽑는 횟수’와 연결시키면서 발생하는 오류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간축 오개념과 관련하여 나중에 일어난 B
가 파란 공을 뽑은 횟수를 전체로 인식하고 A가 파란 공을 뽑은 횟수를 부분으로 보는 비율적 사고가 포함된 점, s12
의 사례(줄 66, 67)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의 문제 상황 재진술과 같은 간단한 피드백만으로도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오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추론이라 볼 수 있다.

4. 활동2의 2~3번: 경험적 확률을 두 확률의 비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활동2의 2~3번은 활동1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로 ‘B가 파란 공을 뽑았
을 때, A도 파란 공을 뽑았을 확률’을 구한 뒤, 이를 이론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교사는 전체 발언을
통해 활동1과 같이 주머니 속 공의 개수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1번에서 구한 상대도수의 분모, 분자를 시행횟수
로 나누어 두 상대도수의 비율

(A와 B가 모두 파란 공을 뽑은 횟수)/시행횟수
(B가 파란공을 뽑은 횟수)/시행횟수

로 나타내는 과제를 비계로 제공하였다. 이에 대부

분의 학생들이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두 확률의 비로서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찾았다. 다음은 5조의 모둠
토론 내용 중 일부이다(Figure 9).
79 s51: 전체 A파 B파 중에 B파 자나? 아니아니 아니구나
80 s53: 전체가 B가 파란색

Figure 9 Scene of group 5 discussion and s51’s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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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s51: B가 파란색인 상태에서, 그니까 전체는 B가 파란 색일 때랑 그 중에서도 A와 B가 동시에 파란색인 경우
를 구하는거자나.
82 s 51: 그러면은 B가 항상 파란색일 때가.. B가 항상 파란색일 때는 이거자나 이거 2개(모니터 수형도에서 B가
파란 경우 두 가지를 펜으로 번갈아 가르킴) 더한 것분에 이거(A파B파 가르키며)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걸 고려
하면은 그 A가 빨강일 때 B 파란색, A가 파랑일 때 B 파란색. 이렇게 두 개 있자나. 두 개를 계산해보면 A가 빨
강일 때, 그니까 빨, 파일 때는 확률이
83 s53:

2
5

2

3

3

3

3

2

3

3

84 s 51: 어 5 곱하기 4 인가? 4 해서 10 이고 파, 파는 5 곱하기 4 해가지고 10 이야. 그럼 둘이 더하면은 5 이
야.
3

85 s53: 나도 5 까지 구했어
3
86 s 51: 응.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 2개가(수형도 가르키며) 5 이라는 거자나 그 중에서 A와 B가 파랑을 뽑을 경
2
우는 이거(수형도 A파B파 가르키며)자나. 이거는 아까 더한거 3 곱하기
4

5

87 s53:

3
10

?

88 s51: 응 굳이 계산할 것 없이

3
5

곱하기

1
2

3

3

1

1

5

5

2

2

이고 그러면 확률은 이 확률( )분의 이 확률( × )이니까

89 s53: 어어어 아
90 s52: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서)그럼 0.5 맞네
s51은 조건부 상대도수의 분모와 분자를 각각 B가 파란 공을 뽑은 횟수, A와 B가 동시에 파란 공을 뽑은 횟수로 구
성했던 과정과 큰 수의 법칙을 통해 조건부확률을

A와 B가 모두 파란 공을 뽑을 확률
B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

로 구할 수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였다

(줄 81, 82). s51은 s53에게 자신의 추론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확률을 차례로 구한 뒤 최종적으로 확률이

1
2

이 됨을

계산하였고(줄 83~88), s52는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한 경험적 확률 0.5와 비교하여 이를 점검하였다
(줄 90).

Figure 10은 활동지의 응답 중 일부이다. 학생들은 조건부확률을 두 확률의 비로 구할 수 있음을 자신만의 비형식
적 표현으로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표현 속에 남아있는 상대도수의 흔적들은 조건부 상대도수에 대한 추론과 큰 수
의 법칙을 통해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을 두 확률의 비로 이해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5개의 모둠이 이와 같이 큰 어
려움 없이 조건부확률의 일반적 정의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가능성을 상대도수로 나타낸 상태에서 상대도수
를 다시 상대도수의 비로 바라볼 수 있도록 비계를 제공하면 조건부확률의 일반적인 정의를 도출하는 것에는 큰 어려

Figure 10 Students’ informal representations of the definition of conditional prob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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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없었다. 이후 마지막으로 활동3에서 조건부확률 용어와 기호를 도입하고 활동2에서 구한 일반적 방법을 정의로
형식화하는 빈칸 넣기 활동을 하였다. 일부 학생들이 P(A), P(A∩B)와 같은 기호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제 수업
에서는 조건부확률의 학습 전에 확률 단원에서 기호를 도입하므로 본 연구의 특성상 나타난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고전적 관점의 조건부확률 도입 방식에 관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대안적인 도입 방식으로
서 상대도수의 극한을 이용하는 빈도적 관점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빈도적
관점의 조건부확률 도입 활동의 설계 방향을 1) 학생이 점진적으로 조건부확률 개념을 구성해나가도록 할 것, 2) 정
의 및 해법과 관련하여 조건부확률의 복합적 측면을 경험하게 할 것, 3) 빈도 수형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조건부확
률 추론을 지원할 것, 4) 시간축 오개념의 예방을 고려할 것, 5)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론적 모델을 점검
할 수 있게 할 것의 다섯 가지로 도출하고, 조건부확률의 빈도적 정의를 고려하여 도입 활동을 고안하였다. 고안한 활
동을 실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4명에게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추론 과정 및 특성,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를 토대로 빈도적 관점에서 조건부확률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교수·학습 및 교육과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추론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은 반복시행 결과에서 조건부 상대도수의 구성→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경험적 확률의 확인→경험적
확률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이어지는 빈도적 접근을 통해 조건부확률 개념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조건부
상황의 가능성을 상대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양적 정보가 분모(전체), 분자(부분)가 되어야하는 지에 대해 추론
하였고, 이는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확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에서 표본공간이나 다른 확률을 이용하여 조건
부확률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활동1에서는 학생들이 조건을 고려하여 상대도수를 구성한 경험을
토대로 조건사건에 의한 표본공간의 변화에 주목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건부확률의 주요
목표로 강조됐던 비복원 상황에서 표본공간의 변화의 인식(Cho, 2010; Fischbein & Gazit, 1984; Tarr & Lannin,
2005)이 빈도에서 조건을 고려하여 상대도수를 구성하는 비율 추론에 의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활동2에서
학생들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전체인 분모, 먼저 일어난 사건을 부분인 분자로 상대도수를 구성하는 추론과 큰 수
의 법칙을 통해 조건부확률이 어떻게 두 확률의 비로 정의될 수 있는지 이해하였다. 학생들은 두가지 활동 이후 기호
와 용어를 이용하여 조건부확률을 형식화할 수 있었다.
초기 추론에서 개인차가 존재하였고 오개념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동료와의 상호작용, 교사의 개입, 시뮬레이션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곱사건과의 혼동, 시간축
오개념 등이 본 연구의 수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에 관한 대표적인 오개념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는 확률 수업에서 모둠 활동이 오개념에 대한 논의와 반성을 이끌어내
고, 확률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Jones et al., 1999; Lee & Cho, 2015;
Stohl & Tarr, 2002). 이러한 도입 방식은 학생들에게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상황을 고려한 자료 분
석과 비율 추론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조건부확률 개념을 형식화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또한 선행연
구(Watson, 2013; Woo, 2017)에서 강조했던 경험적 빈도에 기반을 둔 보다 직관적인(Shaughnessy, 1992)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관해 구체적인 도입 경로 및 활동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추론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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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들은 빈도 수형도를 통해 문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였고, 확률 추론에 관해 토론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활동1에서 학생들은 비복원 상황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빈도 수형도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비복원 추출에 의한 표본공간의 변화를 쉽게 인식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확률 추론에 관한 의사소통에서 빈도 수형
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대화에서 수형도의 꼭짓점(또는 가지)과 빈도는 손가락 제스처가 동반된 ‘얘’,
‘이것’으로 지칭되면서 ‘A가 빨간 공을 뽑은 횟수’, ‘A가 빨간 공을 뽑고 B가 파란 공을 뽑은 경우’ 등의 의미를 함축하
여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이 수형도를 매개로 자신의 사고를 명확히 하고 전달하고 반성함으로써 추
론을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활동2에 참가한 12명 중 6명(50%)은 초기부터 나중에 일어난 조건사건의 횟수가 분모인 상대도수를 구성할
수 있었고, 6명은 시간순서의 영향으로 잘못된 추론을 시도하였다. 이후 교사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학
생들이 시간순서와 분리하여 조건부 상대도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Gigerenzer & Hoffrage, 1995; Zhu &
Gigerenzer, 2006)에서 보고된 것처럼 단지 빈도 수형도 표현의 사용만으로 약 50%의 학생들이 시간축 오류의 영향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간순서가 구조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빈도 수형도에서 나중
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조건부 상대도수를 구성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조건관계가 시간순서와 독립
적임을 이해하였다. 심리학자들에 의해 베이즈 확률의 이해나 계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인지적 도구로서 강조되
어온(Binder et al. 2015; Sedlmeier & Gigerenzer, 2001; Zhu & Gigerenzer, 2006) 빈도 수형도가 교수·학습 상
황에서 비복원 상황의 이해, 시간축 오개념의 극복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모둠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은 ‘큰 수의 법칙’에 대한 비형식적 이해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론적 모델을 점검할 수 있
었다. 활동1, 활동2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추론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상대도수와의 비교하며 점검하였고,
두 값이 서로 다른 경우 잘못된 추론이라 판단하여 반성적 논의를 통해 추론을 수정하였다. 학생들은 대부분 1000회
이상의 충분한 실험을 통해 경험적 확률을 구하였다. 경험적 확률과 이론적 확률의 차이가 경우에 따라 0.1~0.3 정도
나타났지만 Yáñez (2002)의 연구와 달리 학생들은 변이성을 잘 고려하여 두 값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
학교 교육과정의 확률 도입 과정에서 동전 던지기 실험 등을 통해 이해한 비형식적 수준의 큰 수의 법칙만으로도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이론적 모델을 점검하는 기초적인 확률 모델링 활동(Chaput, Girard & Henry, 2011)이 가능
함을 시사한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를 빈도 수형도 형태로 출력하고 학생 스스로 필요한 빈도들을 분모, 분자로 택
하여 상대도수를 구성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기능은 복잡한 계산을 생략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론적 추론
을 시험하는 데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확률 영역 연구(Authors, 2017; Lee & Cho, 2015;
Stohl & Tarr, 2002; Yáñez, 2002)에서 학생들이 주로 정해진 상대도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소비의 관점에서 시뮬레
이션이 활용된 것과 달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추론을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다. 확률 시뮬레이션의 설계에 있어서 시각화 방식의 중요성과 함께, 학생들이 추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추론
을 능동적으로 시험해볼 수 있는 열린 도구를 제공하되 불필요한 계산은 블랙박스로 감추고 자동화하여 확률 추론이
나 사고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빈도적 관점의 도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관찰할 수 있는 자료로부터 점진적으로 조건부확률 개념
을 구성하고 형식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학생들은 수업 과정에서 다양한 잘못된 추론과 오개념을 보이
기도 하였다. 이는 모둠 토론과 반성의 과정을 통해 수정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조건부확률 개
념의 이해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확률을 빈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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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의 잘못된 추론과 오개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도상의 유의점에 대한 세심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확률 추론 특성 및 지도상의 유의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표현의 외적 측면에 기초한 단순한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활동1에서 상대도수
A가 빨간 공을 뽑고 B가 파란 공을 뽑은 횟수
A가 빨간 공을 뽑은 횟수

에 대응되는 확률을 이론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 추론할 때, 단순히 ‘횟수’를

‘확률’로만 바꾸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활동2에서 6명의 학생이 “B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A도 파란 공을 뽑은
상대도수”를 구할 때는 “A도 파란 공을 뽑은 상대도수 “라는 표현에만 주목하여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A가 파
란 공을 뽑은 횟수만을 수형도에서 찾은 현상도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조건부 상황에 곱셈정리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건부 상황에 포함된 2개의 사건의 상대도수나 확
률을 곱하려는 시도가 모든 문제에서 나타났다. 이는 조건부확률 문제해결에서 나타났던 곱사건 관련 오개념(Lee &
Woo, 2009; Pollatsek et al., 1987; Watson & Moritz, 2002)이 조건부 상대도수를 구성하는 비율 추론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건사건이 항상 일어난다고 전제하는 관점에서 확률을 1로 배정하고 목적사
건의 확률과 곱하여 조건부확률을 나타내는 경우도 나타났다(Figure 7 참조). 활동1에서는 조건문 형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의 원인이었지만, 조건문을 해석할 수 있었던 활동2에서도 시간순서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면 다시 두 사건의 상대도수를 곱하는 학생들이 나타났다.
셋째, 표본공간의 변화를 인식하여 조건부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것에 대응되는 조건부 상대도수를 구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두 대상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활동1의 6~7번에서 조건부확률을 곱사건으로 접근하던 학
생들은 표현 안에 이미 표본공간의 변화를 고려한 수학적 확률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과 상대도수의 연결은 충분
한 논의와 반성의 과정이 있은 후에 가능했다. 학생들이 빈도와 표본공간에서 조건부 상대도수와 조건부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 대상 사이의 연결에는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건부 상황의 가능성을 상대도수로 표현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추론을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는 환
경 및 교수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각 활동의 경험적 확률과 이론적 확률을 연결하는 단계에서는 초기에 잘못된 추론
이나 오개념이 출현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의 피드백을 통해 쉽게 인식되면서 논의와 반성을 통한 수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빈도 수형도에서 가능성을 상대도수로 표현하는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구한 상대도수에 대해 검
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오개념이 인식되기 어려웠고 학생 간의 의견차가 발생하더라도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조건을 고려하여 상대도수를 구성하는 과정이 조건부확률 개념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
므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추론을 직면하고 검토하며 모둠 내에서 보다 활발한 토론이 생성될 수 있도록 과
제 및 수업 전략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구한 상대도수를 확률로 하는 반복시행의 결과를 예측해보게
하거나 실제로 확인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원래의 빈도 수형도의 결과와 비교해보게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상 분모가 전체 도수인 상대도수만을 다루었던 사전 경험이 조건부 상대도수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중학교 1학년에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로 상대도수를 정의하며, 중학
교 2학년에서는 전체 시행횟수에 대한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의 비율로 상대도수를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경험은 학생들이 전체가 아닌 조건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상대도수의 분모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51 한명에서만 확인된 현상이지만, 지도상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확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현과 관련하여 빈도적 관점에서 조건부확률을 정의할 것을 제언하
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대도수의 극한을 이용한 빈도적 관점은 고전적 관점의 한계를 보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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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Woo, 2017). 본 연구에서 큰 수의 법칙을 비형식적으로 학습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사의 적극적인 개
입 없이도 ‘반복실험의 결과→조건부 상대도수→조건부확률’의 순서로 전개되는 빈도적 관점의 정의 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조건부확률을 상대도수의 극한을 이용하여 Table 2과 같이 빈도적 관점으로
도입하여 정의하고 그 후 등확률 유한 표본공간에 한해

𝑃𝑃(𝐴𝐴∩𝐵𝐵)
𝑃𝑃(𝐴𝐴)

=

𝑛𝑛(𝐴𝐴∩𝐵𝐵)
⁄𝑛𝑛(𝑆𝑆)
𝑛𝑛(𝐴𝐴)
⁄𝑛𝑛(𝑆𝑆)

=

𝑛𝑛(𝐴𝐴∩𝐵𝐵)
𝑛𝑛(𝐴𝐴)

로 구할 수 있음을 소개하면, 지면

의 증가 없이 조건부확률 개념을 자연스럽게 도입하면서 빈도적 접근과 고전적 접근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학 성취도가 평균 이상인 14명의 고등학생들의 추론을 분석한 결과임을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
다.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비율추론을 이용한 조건부 상대도수의 구성이나 큰 수의 법칙을 비형식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과제의 형태나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조건부확률의 빈도적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논의점과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조건부확률은 학생, 교사에게 모두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조건부확률의 오개념뿐 아니라 수업 환경 및 교수 전략에 관한 다양
한 연구들이 수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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