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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 오차와 정규분포의 역사†

조재근1)

요 약

오차에대한분석은 18세기천문학과측지학에서시작된뒤, 19세기초가우스와라

플라스에 의해 정규분포 및 최소제곱법과 결합되면서 오차이론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
다. 19세기 중엽 벨기에의 케틀레는 자연과학의 관측결과를 분석하는데 쓰이던 오차이
론을 사회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사회 연구를 보다 더 과학적인 연구로 만들어보려 하
였다. 그는 사회데이터에서 개인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집단의 보편적인 사실만을 나타
내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또 그는 비슷한 조건에 있는 여러 사람
을 측정한 결과는 단일한 대상을 반복측정한 결과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천문학의 오

차이론을 사회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오차와 정규분포가 사회 연구에 도
입되면서 새로이 나타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비롯하여 오차이론에 대한 반대 의견들,

오차를 대신하여 나타난 용어 등을 중심으로 19세기 중반에 통계학의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을살펴보았다.

주요용어: 통계학의 역사; 오차; 정규분포; 케틀레; 사회과학.

1. 서론

이 연구는 통계학의 역사 중에서 오차와 정규분포에 대해 살펴보는 논문이다. 통계학
에서 오차와 정규분포가 워낙 널리 쓰이다보니 그 역사를 이처럼 짧은 논문에서 개괄적으
로 훑어보기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확률과 통계
학의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대개 확률의 역사는 1654년 파스
칼과 페르마의 편지교환으로부터 시작된다고들 한다. 그 이후의 연구는 호이겐스, 베르누
이, 드 무아브르, 베이즈 등으로 이어지는데 그들의 연구와 1770년대 이후 라그랑즈, 라플
라스, 가우스 등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양쪽의 연구 분야가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앞
시기의 연구가 주로 ‘game of chance’, 즉 도박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였다면, 1770년대
이후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연구는 천문학과 측지학 분야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
이다. 오차에 대한 연구는 도박 문제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고 천문학 등에서 나온 관측
결과를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규분포는 오차와 무관하게 통계학사에 등장했지
만 오차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19세기부터는 오차이론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Hald,
1990).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608-736)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 경성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E-mail: jkjo@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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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우리는 ‘오차’라는용어를 1) 참값으로부터의거리 2) 선형모형등에서흔히 ‘오
차항’이라고 부르는 랜덤 오차 등을 나타내는 말로 쓰고 있다. 랜덤 오차란 물론 반응변수
에영향을미치는변수와요인들을다열거한다음그것들로설명되지않는나머지모든요
인들의효과를일컫는다. 통계학의역사에서오차가처음등장할때에도겉보기모양은랜
덤오차와 같았다. 가령 최소제곱법이 처음 나온 르장드르의 글에서 르장드르 자신이 오차
라고불렀던항은

Ei = ai + bix + ciy + fiz + · · ·
라고 되어있었다. 여기서 ai, bi, ci, fi, . . .는 관측 결과에서 알 수 있고, x, y, z, . . .는 최소

제곱법으로 정해야 할 미지수들이다 (스티글러, 2005, 제1장). 이 모형은 오늘날의 중회귀
모형과 형태상으로는 같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변수들 사이의 함수 관계를 찾기보다는 관
계식이 미리 천문학적인 법칙에 따라 주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회귀분석에 비해 제한적인
것이었다. 즉 그 식에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변수들이 미리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오차항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에 의한 오차라기보
다는좁은의미에서의관측오차에해당하는것이었다. 만일관측이더정밀해지면그오차
는줄어들게되고이상적인관측이라면 0으로만들수있는오차였다.
오차이론연구가가장활발했던시기는 1800년을중심으로전후약 20 ∼ 30년이다. 이

시기에는 관측결과들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최소제곱법이 등장하였고, 정규분포를 비롯한
여러 확률 분포들이 개발되었으며, 중심극한정리와 같은 중요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이
러한 이론들은 주로 천문관측 등에서 생기는 오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
통 오차이론(theory of errors)이라고 불렸다. 또 오차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규분포는 오랫동안 오차의 법칙(law of errors)이라고 불렸다. 그러다가 1827년 라플라
스가 죽은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오차이론 연구에서는 19세기 초에 버금갈 새로운 결과
가나오지않아일종의침체기로평가된다. 그런데통계학적방법의확산이라는다른측면
에서 보았을 때 그 중간 시기는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론들을 사회 연구와 의학 등 새로
운 분야에 적용하려 애썼던 중요한 시기였다. 그 시기가 이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할 시기
이다.
한편천문학, 측지학등에서이미최소제곱법과정규분포를이용한통계학적추론이널

리 쓰였으나 당시의 유럽에서 ‘통계학’이란 단순히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계량적으로 조사하
고 정리하는 활동을 일컫는 용어였다. 즉 당시의 통계학은 비록 숫자를 주로 다루기는 하
였으나수학적인확률이론과는사실상아무런관계가없는분야였던것이다. 그런데도당
시의통계학이과학의하나로인정받기도했던이유는 ‘사회에대한객관적인사실’을드러
내준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리학처럼 수학을 바탕으로 세계의 법칙을 밝혀
내는 과학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19세기 초, 중엽 사회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자
연과학처럼 사회에 대한 연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만들어보려 하였다. 당연히 사회통계 전
문가들가운데오차이론을이용하려는사람들이나타났고그중심인물이우리가본문에서
조금더살펴볼케틀레이다.
결국우리가살펴볼시기는계량적인사회연구가단지사실을드러낸다는의미와는다

른 의미로 과학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려 했던 중요한 모색의 시기이다. 또한 그 과정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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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론의 역사로 볼 때에도 좁은 자연과학에서 시작된 이론과 방법이 사람과 사회 현상에

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연현상보다 사람과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어렵고 복잡할 뿐더러 측정부터가 쉽지 않았던 만큼, 그
러한연구가어느정도궤도에오르기위해서는천재적인수학자가확률이론을비약적으로
발달시키는데걸린시간보다훨씬긴세월이필요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천문학이나 측지학 등 오차이론이 나온 분야 이외에 19세기에 새로

통계학적인 방법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한 분야들, 즉 오늘날의 사회학, 경제학, 인구학, 의
학등인간에대한측정이이루어지는분야를통틀어사회과학, 사회통계등으로부를것이
다. 그리고 19세기의 경우 구분하기 쉽지 않은 ‘통계’와 ‘통계학’이라는 용어도 따로 명시
하지않는한섞어쓸것이다. 본문에서우리는 19세기초통계학의모습을알아보고, 오차
이론을 사회연구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들을 자연과학 연구와 사회과학 연구의 차이
로부터살펴볼것이다. 그결과를통해우리는오차이론이나온이후부터영국에서골턴의
통계학이시작되기이전까지 19세기통계학의전체적인윤곽을그려볼까한다.

2. 오차이론과 사회통계학

일찍이 17세기중반파스칼과페르마가풀어야했던도박의문제그리고 1713년에발표
된 <추측술>에서 베르누이가 다룬 문제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순열과 조합으로 경우의 수

를 헤아리고 기댓값을 구하는 문제, 즉 대부분 이항분포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베르누이
가 증명한 ‘큰 수의 법칙’ 역시 그러했으며 (베르누이, 2008, pp. 155–177), 드 무아브르가
Doctrine of Chances에서 유도한 정규분포 밀도함수식 또한 이항분포로부터 얻은 것이었
다 (De Moivre, 1756, pp. 236–237). 그런데이같은이항분포, 즉도박과관련있는연구들
은대개확률이론에대한수학자들의연구였다.
한편 현실적인 대상을 관측기구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18세기

중, 후반부터 천문학을 중심으로 여럿 등장했다. 관측결과들을 결합하는 문제, 오차를 설
명하는 데 적절한 분포를 찾는 문제, 오차의 산술평균의 성질을 구하는 문제, 측정한 결과
로부터 참값을 추정하는 문제 등이 그 중요한 연구주제였다. 그리고 비록 서로 다른 이유
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로부터 참값을 추정하는 문제는 도박이나 천문관측 어디서든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19세기 초 라플라스와 가우스의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정규분포는 오차
이론과무관한것으로서단지이항분포의극한분포로서만알려져있었다.
그러다가 가우스가 정규분포를 오차의 분포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오

차와 정규분포의 관계가 맺어졌다 (Hald, 1998, pp. 351–357; 스티글러, 2005, pp. 305–
307). 그의목적은오차의분포를찾는것이었다. 그는관측자료를분석할때가장널리쓰
이는 것이 산술평균이므로 오차분포는 산술평균이 추정량으로 선택되는 분포여야만 한다
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조건에서 그가 유도한 분포가 정규분포였다. 정규분포가 지금까지
도 가우스분포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1809년에 나온 이 연구(2009년이면 200주년이 된
다) 때문이다. 비록 그 논문이 논리적으로 허술한 것이라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 분포
의 이름이 ‘드 무아브르분포’가 아니라 ‘가우스분포’가 된 것은, 측정이 필요한 19세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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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학에서 오차에 대한 통계학적인 연구가 그만큼 중요하였던 때문이다. 가우스는 또한
오차분포가 정규분포인 경우 최소제곱법으로 구한 위치모수의 추정량이 산술평균임을 보
였다. 가우스에 이어 라플라스는 중심극한정리를 증명하였는데, 하나의 측정오차란 무수
히 많은 사소한 오차들의 합으로 생긴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오차
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초부터 정규분포는 가장
중요한 오차분포로 자리잡게 되었고 최소제곱법과 함께 자연과학의 관측결과를 통계적으
로분석하는데필수적인요소가되었다.
라플라스가 죽은 1827년, 즉 19세기의 1사분기가 지날 즈음에는 정규분포 이외에도 균

일분포, 이중지수분포, 삼각분포등이알려져있었고감마, 베타분포그리고코쉬분포도알
려져 있었다. 또 대표본 구간 추정 방법과 검증 방법 그리고 일종의 분산성분분석법도 알
려져 있었다. 최소제곱오차추정법, 최대가능도추정법에 대한 연구들도 등장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분포의 산포를 재는 측도로서 ‘probable error’라는 것이 널
리쓰이고있었다.
다른 한편, 19세기 초는 ‘통계에 대한 열광의 시대’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통계

조사가실시되고많은데이터가축적되기시작한시기였다. 1800년을전후한시기유럽각
국에서 정기적인 센서스가 시작된 것을 필두로 많은 사회통계들이 작성되었다. 센서스와
함께 각국에서는 출생, 사망, 혼인, 질병, 재판, 정신병, 자살 등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정기
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통계 데이터가 전례없이 넘쳐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통계들이국가나사회를 ‘과학적으로’파악하는방법으로간주될수있었던것은데
이터를 통계학적인 추론 방법을 써서 분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조사 결과가 객관적인 사
실을 보여준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전까지 사회를 설명하던 신학적, 형이상학
적 이론에 비해 통계학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통계학이 과학인 이유가 사회적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과학관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너무 순진한 것이다. 데이터는 풍부하였다. 하지만 통계학이 데이터를 바탕
으로 해서 원인에 대한 추론까지 하는 보다 정밀한 과학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당시에도있었다. 특히케틀레는그런사람들의전형이라일컬을만했다.

2.1. 케틀레와 사회통계학

케틀레는 182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유럽 통계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
이다 (스티글러, 2005, 제5장; Porter, 1986). 케틀레 통계학의 성격은 인간에 대한 자신
의연구를 ‘사회물리학(social physics)’이라고이름붙인데서잘드러난다. 그는또한사회
물리학과 같은 의미로 ‘사회역학(social mechanics)’이라는 말도 자주 썼는데 이는 라플라
스의가장중요한저작중하나인 ‘천체역학(celestial mechanics)’을그대로모방해서만든
용어였다 (Quetelet, 1842). 케틀레는 자신이 새로운 학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학문은객관적사실로서의과학에머물던통계학을물리학처럼엄밀한과학으로만든것이
었다. 물론 케틀레는 유럽에서 평생동안 통계조사의 전도사 역할을 하였으므로 통계학이
갖는 ‘사회적 사실로서의 과학’이라는 성격 역시 강력히 옹호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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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계학은수학적인이론이바탕이되는자연과학과는무관한방법이었다. 이미모든학
문의 전범이라는 지위는 그와 같은 자연과학이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케틀레는 사회에
대한 연구를 물리학이나 천문학이 이룩한 수준의 과학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연구
에 활용할 수 있는 수학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케틀레 이외에도 콩도르세, 라플
라스 등이 마찬가지 주장을 한 바 있고 사회학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든 콩트 역시 넓게 보

면 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케틀레는 자신이 그 문제를 풀기위한 유력한 도
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1820년대 프랑스에서 알게된 오차이론으로 대표되는
확률이론이바로그것이었다.
그런데 보다 넓은 견지에서 보았을 때 19세기, 더 정확하게는 1830년대에 과학적인 사

회 연구란 어떤 것이어야하는가에 대한 주장들이 나왔을 때 케틀레의 견해가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콩트를 들 수 있다. 콩트 역시 사
회 연구를 과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케틀레와 ‘사회물리학’이라는 이름
을 두고 다투다가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콩트는 통계
조사를통해얻은데이터를사회연구의바탕으로삼는것에반대하였으며, 그데이터에수
학적인이론을적용하는것에대해서도반대하였다. 대신그는역사학적인연구방법을옹
호하였다 (Gigerenzer et al., 1989, pp. 45–48; Porter, 1994, pp. 345–346). 오늘날통계를
이용한 사회 연구는 실증적(positive)인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임을 생각해볼 때, 콩트
의실증주의사회학은오늘날의실증주의와많이달랐던셈이다. 결국콩트와케틀레는공
통적으로 과학적인 사회 연구를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달랐
던것이다. 이처럼사회과학에대한기본적인견해에서드러난큰차이는오차이론을사회
연구에적용하려는케틀레의주장을가로막는중요한장벽가운데하나로작용하였을것이
다.

2.2. 개인과 집단

케틀레의 통계학 연구결과는 그가 쓴 책 두 권에 들어있다. 먼저 나온 책 (Quetelet,
1842)의 제목은 <인간론>이었다. 그 책에서 케틀레가 주제로 삼은 것은 “인간의 행위는
정해진 법칙의 지배를 받는가?”(p.5)라는 물음이다. 여기서 그는 범죄, 자살, 혼인 등 여
러가지 사회통계 데이터를 검토한 뒤 거기에서 해마다 거의 변화가 없는 일정한 패턴을 발

견하였다. 이와같은사회통계의규칙성은신생아의성비, 도박, 해상보험, 해수면의평균,
사람의 평균수명, 분자들 사이의 평균거리, 형사재판에서의 연간유죄판결율 등에서도 찾
을 수 있었다 (Hald, 1998, pp. 576–577). 케틀레는 자살이나 범죄처럼 흔히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던 결과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일정한 규칙성을 갖는 것을 보고 개인이 아
닌전체사회에서원인을찾으려하였다. 가령사회집단별유죄판결율의차이에대해나름
대로의 유의성검증(확률이나 분포를 이용하지 않는 검증)을 거친 후 (Quetelet, 1842, pp.
103–108), 그는다음과같이주장했다.

사회가 범죄를 예비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회가 범죄를 실행하는데
이용하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교수대에서 목이 잘리는 사람이나 감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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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 마치는 불운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 바치는 희생제물이다.
그의범죄는그가놓인환경의결과이다 (위의책, p.108).

범죄의 탓을 개인의 성격에 돌리는 대신 사회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주장을 통계를
바탕으로 내놓음으로써 사회통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에서
는사회라는것이개인과독립적인하나의분석단위가되어야했다. 케틀레의주장은개인
은각각변덕스럽고다양하기이를데없지만그개인들이모인사회라는것은개인과무관
한사회만의법칙에따라규칙적으로움직인다는것이었다.
케틀레는그책의앞머리에서개인과사회의관계에대해이렇게밝혔다.

관측하는사람수가많아질수록신체적인것이든도덕적인것이든개별적인특
성은사라지고보편적인사실들만두드러져보일것인데이러한보편적인사실

때문에사회가존재하고유지된다(p.6).

우리가 연구할 대상은 사회적 통일체(social body)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들의특성들이아니다(p.7).

그런 다음 사회물리학을 연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신체적인 측면과 도덕적
인측면모두에걸쳐각국의평균적인사람을결정하는”(p.9, p.96) 일이라고하였다. 그는
사회현상을물리적인현상으로이해하려하였으므로범죄통계의규칙성을살펴본다음에
는 “인간의 모든것은전체적으로 볼때 물리적 사실에 속한다(p.96)”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의 평균적인 사람이란 물체의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것(p.8, p.97)”이라고 거듭 주장
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평균적인 사람은 완벽한 전형이므로, 어떤 면에서라도 그와
다른것은기형이고질병(p.99)”이라고하였다.
우리는 앞에서 19세기 사람들이 통계를 과학적인 사회연구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가 나름대로의 과학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조사가 오늘
날의 조사와 가장 뚜렷하게 달랐던 점은 표집조사를 하지않고 전수조사만 했다는 점이다.
19세기 사람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사회적인 사실(facts)이라고 간주하였고 바
로 그러한 사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그들은 사
회에대한신학적인또는형이상학적인학설대신, 객관적인사실을얻을수있으므로통계
학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통계학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오차를계량화하여인과관계의추론에이용할필요도없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점은 ‘통계에 대한 열광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센서스와 여러 통계에 대해 반대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 의견들은 우선 사람
의 개인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숫자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

다. 가령 1789년 대혁명을 거친 프랑스에서조차도 19세기초 나폴레옹 시대의 인구조사에
서 과연 부르주아 한 사람을 다른 평민 한 사람처럼 단지 일개인으로 헤아리는 것이 온

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는 평민보다 뛰어난 사람이므로 그 차이
를 무시하는 것은 부르주아를 모욕하는 처사가 된다는 것이었다 (Gigerenzer et al., 1989,
p.252). 뿐만 아니라 “사회가 범죄를 예비한다”는 케틀레의 주장은 당연히 인간의 자유의
지에 대한 의문을 비롯하여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다. 또한 가장 대중에게 호소력이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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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은 1854년에 발표된 찰스 디킨즈의 소설 <어려운 시절>의 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소설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는 어린 소녀 씨시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사람을숫자로환원해서는안된다는비판이그것이다.

“선생님께서해난사고에대한통계자료가있다고말했어요. 일정기간동안십
만명의선원이장거리항해를떠났는데그중오백명만이익사했거나불에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퍼센트가 죽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
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죽은 사람의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비교도 안 된
다고 말한 거예요. 저는 결코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 같아요.” (디킨즈, 1989,
p.70).

당시는바야흐로개인과그개인이속한집단의관계가새로이규정되는시기였던것이
다. 즉 19세기중반의사회통계란단순한숫자의모임이라기보다는사회의변화에따라인
간을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라는자못심오한질문과도연관된것이었다.
앞서의논의에서알수있듯이 1835년 <인간론>이나올당시개인, 사회, 평균적인사

람에대한케틀레의생각은오차이론과무관한것이었다. 케틀레가오차이론으로이세가
지를 묶게 되는 것은 1846년에 출판된 두번째 책에서이다. 즉 1840년을 전후한 때에 비로
소 케틀레는 사회 데이터의 확률분포를 생각하기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것이다.

2.3. 케틀레와 정규분포

앞에서 살펴본 1835년에 프랑스어로 출판된 케틀레의 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몇 년
뒤에영어, 독일어등으로번역되기도하였다. 그만큼 ‘평균적인사람’이라든가 ‘개인이아
니라 사회가 범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호소력을 가졌던 것이다. 그 책을 낸 후 케틀레는
사회통계 데이터에서 연도별, 국가별 규칙성을 찾는데 머무르지 않고 천문학에서 쓰이던
오차이론을 사회 데이터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에 대한 과학이 형이상학보다는 관
찰에 바탕에 둔 경험과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할 때, 케틀레가 여러 수학 분야들 가운데
확률이론을선택한것은자연스러운일일것이다.
그 결과가 1846년에 나온 책 Quetelet (1849)이었다. 비록 정규분포를 유도하는 과

정(pp. 261–266)이나 오차이론을 이용한 구체적인 분석과정(pp. 276–278) 등에서 드러나
는 그의 지식정도가 높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Hald, 1998, pp. 593–594) 무엇보다 케틀레
의시도는새로운것이었다. 당연하게도천문현상을관측한결과를분석할때쓰던이론을
사람이모인사회집단에대해적용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었을것이다. 우선천문학이
나 측지학에서의 측정은 모두 ‘참값’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두고 그 참값을 반복측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오차는 그러한 관측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측정오차를 말하며
관측 장비와 기술이 개량되면 점점 줄일 수 있는 오차였다 (물론 그렇게 줄일 수 없는 오
차, 예컨대 관측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개인오차’(personal equation)도 19세기
초부터알려져있었다). 그런데사회데이터는반복측정이아니라서로다른사람들에대한
측정 결과이므로 모든 사람이 완전히 같은 조건에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오차이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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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없었다.
케틀레는이문제를다음과같은생각으로해결하였다.

단일한 대상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측정한다면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하더라도

거의항상서로다른결과들이나온다(p.38).

측정 방법이 서툰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해 5,738차례 가슴둘레를 측정한
결과와, 서로 다른 군인 5,738명에 대해 한 차례씩 가슴둘레를 측정한 결과를
구분하기란쉽지않다(pp. 92–93).

같은인종, 같은나이의사람들의전형은매우뚜렷하기때문에여러사람에대
해 측정했을 때 우연한 원인들에 의해 큰 값, 작은 값이 나오더라도, 그 값들의
차이는 서툰 사람이 한 사람을 여러 차례 측정한 결과의 차이와 구분되지 않는
다(p.93).

즉 케틀레는 여러 사람에 대한 측정 결과를 하나의 전형적인 사람에 대한 반복 측정 결과

처럼 간주하여 오차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천문학에서 하나의 참값을
구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케틀레도 개인들의 특성, 즉 오차를 제거한 평균적인 사람만
이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연구할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값(즉 평균적인 사람의 측정결과)과 다른 값을 갖는 개인들은 오차이론에 따라 당연히 ‘오
차적인 존재’가 된다. 단지 평균과 다른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오차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1844년 자신의 교수직 취임 30주년을 맞이하여 쓴 글에서 케틀레가
남긴다음과같은말은그의생각을명확하게드러내준다.

키에 있어서 전형적인 사람(un homme type)이 존재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키
는 크고 작은 편차들로 간주해야 한다. 그들의 키를 측정해서 얻는 숫자들은
평균 주위에 집단을 이룰 것이다. 이는 마치 전형적인 사람의 키를 다소 정
밀하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횟수 측정할 때 얻는 숫자들과 마찬가지일것이다

(Hacking, 1990, p.105).

이때 개인이 갖는 오차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케틀레가 천문학으로부터 빌려온 것이

정규분포였다. 이렇게해서그는사람에대한여러특질들을측정해서얻은데이터에오차
의분포, 즉정규분포를적용할수있게되었다. 1835년에나온책에서집단의전형으로등
장했던 평균적인 사람은 이제 오차분포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어 더욱 그 지위가 높아졌
다. 나아가 케틀레는 정규분포를 데이터가 동질적인 집단에서 나온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
준, 즉 하나의 적합도검증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도는(비록 정확한 검
증법은아니었지만)정규분포를더욱보편적인분포로만들었다.
한편 그가 만든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허구적인 존재가 점점 유명해짐에 따라, 종종 케

틀레는 ‘평균만을 강조한 사람’으로, 즉 데이터 분석에서 전체보다는 간단한 본질만을 추
구했던 사람으로 오늘날에도 비판받곤 한다 (Mayr, 1982, p.47; 코언, 2005, p.170). 비판
은 1835년 책이 발표된 당시에도 역시 나왔었는데 그러한 비판에 대해 케틀레는 그 책의
영역판에 붙인 저자서문을 통해 자신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값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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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고 있는지 강조하였다 (Quetelet, 1842, p.vi, p.x). 그러나 케틀레의 이러한 변명
은한계가분명한것이었다. 그는평균으로부터가까운값들로부터먼값까지를 ‘ordinary,
extraordinary, monstrous’ 세 가지로 구분하였을 뿐이다. 한편 과학사가인 Porter (1994
p.349)는 케틀레가 통계학자들이 확률이론에 대해 무지하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자신 역시
평균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 오차이론에서 당시 널리 쓰이던 probable error조차도
한 번 계산한 적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아무래도 성급한 것이다. 케
틀레가 물론 산포보다는 평균을 강조하기는 하였고 probable error를 널리 활용하지는 않
았지만 그의 책 Quetelet (1849) 여러 곳에서 probable error를 언급하고 데이터 분석에서
실제로계산하기도하였다(p.81, 82, 89, 92, 270, 271).
한편 사람에 대해 오차이론을 적용하는 통계학적 추론에 반대하는 의견 역시 나타났는

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경우가 의학자들의 반대였다. 의학에서는 19세기 초반에 이미 환
자들의 치료기록이 적잖게 축적되어 있었다. 그러한 통계는 19세기 초에 널리 행해지던
치료법 중 하나인 ‘사혈법(phlebotomy)’, 즉 피를 쏟게하는 치료법이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준다는 점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Hacking, 1990,
제10장). 하지만 그러한 통계들은 통계학적인 추론을 통해 과학으로서의 의학이 진보하는
데에는 오랫동안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19세기 초, 중반까지 의학자들은 통계란 다
수의환자들에대한것이므로환자개인의세세한특성은모두제거되었다고생각했다. 그
러므로 그런 통계 자료에 바탕을 둔 추론으로부터는 특정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결과
가 나올 수 없다고 여겼다. 케틀레의 사회물리학에서 보편적인 사실에 밀려나야했던 개인
적인 특성이 역설적이게도 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의학자들

은통계학적인추론을의학에적용하는것에반대했던것이다.

3. 오차이론의 영향

3.1. 쇠퇴와 계승

이론적인 면에서 케틀레를 비롯한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통계학자들의 연구 수준은 라
플라스와 가우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통계조사의 번창기였고 보다 이론적
인 사회통계의 모색기였던 19세기 중엽은 아무래도 19세기 초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
발히 연구되던 오차이론의 쇠퇴기였고, 연구가 공백기를 거쳐 다시 부활한 곳은 1870년
대의 러시아였다. 러시아 학자들은 확률이론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20세
기초 칼 피어슨의 생물측정학파 통계학과 비견되는 ‘대륙학파 통계학(Continental School
of Statistics)’에서도 츄프로프(A. A. Chuprov, 1874–1926)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heynin, 1996, p.5).

19세기말 이후 각 분과학문들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통계학 역시
이론으로나 응용에서나 대단히 깊고 넓게 성장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그 과정은
오차이론의 계승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수학적 통계학의 시작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오차이
론에서 정규분포의 역할은 ‘오차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거의 항상 정규분포를 일컬을 정도
로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19세기 초부터 여러 사람들이 실제 관측한 데이터와 정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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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을 발견하면서 정규분포가 아닌 여러 오차 분포를 제시하였다
(Sheynin, 1985, pp. 174–177). 이러한변화의결과 Seal (1967, pp. 1–2)은 19세기초의오
차이론 연구와 19세기말의 수리통계학 연구는 연결되기보다는 서로 별개의 연구로 인식된
것같다고평가하였다. 그는그와같은경향이 20세기후반까지도이어졌다면서예컨대회
귀분석이나 선형모형 또는 분산분석에 대한 통계학 교과서들 가운데 가우스의 오차이론을
깊이있게 다룬 것은 전무하다고 아쉬워하였다. 뿐만 아니라 Sheynin (1994, p.1323)은 오
차이론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이 잊혀진 결과 수십년 뒤에 수리통계학 연구에서 새로 태어
나야만했었다고지적했다.
하지만 오차이론이 후대의 통계학 연구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우리는 칼

피어슨이 1893년 처음 통계학 연구를 시작할 때 그 주제가 ‘기운곡선(skewed distribu-
tion)’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다. 피어슨은 생물학 데이터로부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들을 보고 그 데이터들에 적합한 비대칭 분포들을 찾으려하였다. 그는 정규분포
에만 집중하던 이전의 통계학 연구와 자신의 연구가 다른 것은 그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Pearson, 1894, pp. 71–72). 그런데 분포의 종류를 떠나서 그가 데이터에 맞는 분포를 찾
으려하고 여러 가지 분포를 만들어 냈던 점은, 18세기말, 19세기 초에 적절한 오차분포를
찾는문제에몰두했던오차이론연구자들그리고케틀레의전통을이어받은것이었다.

3.2. 산포의 측도들

오차이론의 흔적은 피어슨의 기운분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의미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오차제곱합’, ‘오차항의 분포’와 같은 용어를 일
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 또한 오차이론의 흔적일 것이다. 그런 흔적은 ‘표준 오차(standard
error)’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19세기 초부터 사람들이 산포를 나타내기 위해 널리 사용
한 것은 ‘probable error’라는 것이었다. 이 용어는 원래 1815년 천문학자인 베셀(F. W.
Bessel, 1784–1846)이처음으로 ‘der Wahrscheinliche Fehler’라고이름붙인것을가우스가
따라서쓰면서오차이론에서표준적인용어로자리잡았고 (Hald, 1998, pp. 360–361) 영어
권에서도그대로 ‘probable error’라고번역된것이다. 이용어는

∫ a

−a

1√
2π

exp
(
− x2

2

)
dx = 0.5

가 되는 a (a > 0)를 말하므로 결국 정규분포의 제3사분위수에 해당하는 값이었다. 이 용
어는백년이넘는기간동안오늘날의표준편차, 표준오차의역할을하였다.
그런데 a는 정규분포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에, 즉 드 무아브르가 이항분포의 근사분

포로 정규분포 밀도함수식을 유도했던 1733년에 이미 드 무아브르가 구했던 값이었다 (스
티글러, 2005, pp. 203–207). 하지만 그때에는 정규분포가 오차와 연결되기 이전이었으므
로(사람들이 오차를 표현하기 위한 오차 곡선을 생각하기 이전이었으므로) 그 값 역시 주
목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확률분포와 오차가 만난 것은 정규분포가 나온지 몇 십년 후의
일이었다. 그후 20세기초까지도 실제 데이터에 대해 probable error 값을 구한 다음, 중심
으로부터 이 값 이내에 있는 것들과 바깥에 있는 것들의 비를 비교해서 분포의 대칭성이나
랜덤오차여부를알아보는것이일반적이었다 (Brunt, 1931,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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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정규분포이외의분포들이점점많이소개되면서 probable error가오늘날의표
준편차처럼분포의산포를나타내는척도로쓰이기는어렵게되었다. 정규분포역시더이
상 오차의 법칙이라고 불리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골턴은 정규분포를 ‘편차의 법칙(law of
deviation)’이라고 불렀고 (Galton, 1877) probable error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
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 대안으로 ‘probable deviation’을 쓰자고 제안하였다 (Gal-
ton, 1889, p.58). 하지만 골턴의 제안은 호응을 얻지 못했고 몇 해 뒤 피어슨이 제안한
‘standard deviation’이라는새로운용어가 probable error 대신에널리쓰이기시작하였다
(Pearson, 1894, p.80). 피어슨의 이 논문은 그가 통계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논
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규분포가 아닌 비대칭 빈도분포에 대한 것이었다. 생물체의 유전
문제를연구하면서통계학에발을들여놓게된피어슨으로서는, 오차를동반하는관측값을
다룰때쓰이던용어들과정규분포를대체할것들부터마련해야했던것이다.
골턴과 피어슨 모두 ‘error’ 대신 ‘deviation’을 쓰자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단

순히 용어의 교체로만 간주할 작은 변화가 아니었다. 이는 단일한 참값을 반복 측정한 결
과를 분석하던 좁은 통계학이 사회와 생물에 이르는 넓은 통계학으로 확장되었음을 뜻한

다. 그 이전까지는 많은 관측을 하더라도 목표는 단일한 참값 하나였지만 이제는 개별 통
계자료값들이모두독자적인의미를갖게되었다.
비록 probable error는 표준편차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지만 오차이론의 흔적은 ‘표준오

차’에 남아 있다. 사실 지금도 강의실에서 S는 표준‘편차’라고 부르면서 S/
√

n는 ‘표준오
차’라고 부르는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란 종종 까다로운 노릇이다. 알고보면 둘 다 표준편
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기대값(또는 표본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가지고 구하는
것들인데, 설사참값이존재한다치더라도기대값(또는표본평균)이항상참값은아니므로
오차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표준오차’라는 이름은 널리 쓰이고 있
다.

‘standard error’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율(G. U. Yule)이다. 그는 1897년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 용어를 별다른 정의도 없이 처음 쓴 뒤, 1911년에 초판이 나
온 뒤 20세기 전반기에 14판까지 나올 정도로 널리 사용된 통계학 교과서에서 이 용어
를 정의하였다. 율은 probable error라는 용어에서 ‘probable’이라는 단어는 이런 맥락에
서 쓰이는 단어가 아닐 뿐더러, 이 척도 자체가 정규분포에서만 쓸 수 있는 제한된 척도
라고 하면서 그보다 더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standard error를 지속적으로 적극 옹
호하였다(Yule, 1911, pp. 306–307; Yule, 1932, p.311). 처음에 그는 ‘단순표집의 표준편
차(standard-deviation of simple sampling)라고부르면너무길기때문에’ (Yule, 1911, pp.
262–263) 이를 standard error라고 부르자고 하였다. 그리고 뒤에 나온 개정판(제11판)에
서는 이를 보다 일반화시켜서 표집분포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of the sampling
distribution) (Yule, 1937, p.380)를 standard error라고정의했다. 덧붙여그는특별히 ‘er-
ror’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 용어
를 쓴다고 하였다(위의 책 같은 곳). 따라서 standard deviation과 standard error 사이에
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율의 standard error는 당시에 널리 쓰이던 용
어 probable error에서 error라는단어를빌어왔음이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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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까지 나온 여러 교과서들에서만 하더라도 여전히

19세기의 관습대로 standard error보다는 probable error가 분포의 산포를 나타내는데 더
많이 쓰이고 있었다. 19세기와 달라진 점이라면 standard deviation이라는 용어가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Merriman, 1884; Bowley, 1919; Whittaker와
Robinson, 1926; Brunt, 1931). 대표적인 사례로 t-검증이 처음으로 나오는 ‘Student’의
1908년 논문 역시 “The Probable Error of a Mean”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다. 그리
고 (systematic) random sampling의 최초 사례로 손꼽히는 Bowley의 연구에서도 역시
standard error는볼수없고 standard deviation이쓰이고있다 (Bowley, 1913, p.673).

4. 결론

피셔는 1925년에 발표한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Workers의 맨 첫 부분에서
통계학과 사회과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책은 20세기에 나온 통계학 책 가운데 가
장 영향력이 컸던 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그 첫머리에 놓인 인상적인 문장은 이후
에 종종 인용되었고 결과적으로 통계학과 사회과학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통계과학(the science of statistics)은본질적으로응용수학의한분야이며관측
데이터에적용된응용수학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 · · 통계학은 (i) 모집단에
대한 연구, (ii) 변동에 대한 연구, (iii) 데이터 축소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Fisher, 1925, p.1).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s)은 사회 연구에 필수적이며 사회연구가 과학
의 지위에 오른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계적 방법의 도움 때문이다. 특정한
사회연구가통계적방법에의존하다보니불운하게도통계학을경제학의한분
야로 잘못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경제학 데이터를 다루는데 적절한 방법
은, 그런 것이 존재하는 한, 거의 다 생물학이나 다른 과학에서 개발된 것들이
다 (같은책, p.2).

여기서 피셔가 말하는 ‘생물학이나 다른 과학’이란 물론 19세기 말 ∼ 20세기 초 영국의 유
전학과 농학 연구 등을 지칭한다. 피셔의 말에 따르자면, 케틀레의 통계학을 위시한 19세
기 중반 사회통계학자들의 노력은 통계학 발달에 아무런 역할도 못한 셈이 된다. 이와 같
이 통계학의 역사에서 사회과학의 역할을 깎아내린 바로 다음 단락에서 피셔는 “모집단에
대한 연구는 통계학 연구 중에서 가장 오래 되었고 가장 수확이 많았던 것 중 하나인 오차
이론의 특별한 연구 분야이다.”(p.2)라고 썼다. 피셔에 따르면 아주 오래 전에 오차이론이
있었고, 19세기 말에 유전학 등에서 통계학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
략 라플라스가 죽은 1820년대 말부터 골턴이 등장하는 1870년대 전까지는 통계학의 역사
에서긴공백기였던셈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넓은 시각으로 통계학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피셔의 의견은 수정되

어야 할 것이다. 케틀레는 오차이론에 대해 새로운 수학적인 내용을 덧붙이지는 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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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론을전혀새로운분야에적용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또한그가만든 ‘평균적인사
람’은 통계학의 역사에서 나온 개념 가운데 가장 매력적으로 대중에게 호소력을 발휘한 개
념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세기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원래 사회과학에서 나왔지만 통계
학에서중요한방법이된경우들도여럿있다 (Clogg, 1992).
일찍이 케틀레는 자신이 새로운 분야를 처음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분

야에서는 사실을 물리학에서처럼 기계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Quetelet, 1842,
p.ix). 그는 신체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과 도덕적, 지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
면서, 나이에 따른 범죄성향 발달을 그 자신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인간의 도덕적,
지적 특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Quetelet, 1842, p.73). 이는
사회연구에서매우중요한요소를지적한것이라고볼수있다. 사회연구에서오차는자연
과학의 경우처럼 정밀하지 못한 측정에서도 생기겠지만 어떤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측정하는것이그개념과맞지않아서생기기도한다.
이처럼개념과측정사이의타당성(validity) 문제때문에생기는오차가사회연구에서

는 가장 심각한 오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로서는 그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시도는 사회통계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를 위해서는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정리 요약을 넘어, 측정하는 지표(indicator)와
그것으로알아보려는개념(concept) 간의관련성을검토하는개념화과정이필요하기때문
이다. 그리고 이러한 타당성 문제에서 생기는 오차는 수학적인 오차이론으로서는 줄일 수
없는 사회연구의 특수한 측면이며 통계학 전문가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이다 (배비, 2007,
제5장). 통계학전문가의일이이미주어진데이터에적절한모형을적용하여분석하는것
에그치지않고데이터생산이전단계의연구설계부터참여하는것도포함된다면그주제
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피셔의 의견은 보다 신중
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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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s, Edinburgh; Sur l’homme et le développement de ses facultés, ou Essai de
physique sociale. Bachelier, Paris, 1835.

Quetelet, A. (1849). Letters Addressed to H. T. H. the Grand Duke of Saxe Coburg
and Gotha, on the Theory of Probabilities as Applied to the Moral and Political
Sciences, translated by O. G. Downes, Charles & Edwin Layton, London; Lettr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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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the Error and the Normal Distribution in

the Mid Nineteenth Century†

Jae Keun Jo1)

Abstract

About 1800, mathematicians combined analysis of error and probability theory

into error theory. After developed by Gauss and Laplace, error theory was widely

used in branches of natural science. Motivated by the successful applications of error

theory in natural sciences, scientists like Adolph Quetelet tried to incorporate social

statistics with error theory. But there were not a few differences between social

science and natural science. In this paper we discussed topics raised then. The

problems considered are as follows: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man in society;

the arguments against statistical methods; history of the measures for diversity.

From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19th century social statisticians, we can see

how statistics became a science that is essential to both natural and social sciences.

And we can see that those problems, which were not easy to solve for the 19th

century social statisticians, matter today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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