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0, 21(1), 147–153

굽힌 동전의 확률
†

우덕관1 · 오창혁2

1 송곡대학 사회복지상담과· 2 영남대학교 통계학과

접수 2009년 12월 22일, 수정 2010년 1월 14일, 게재확정 2010년 1월 21일

요 약

동전을 이용하여 확률의 개념을 가르치는 일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통계 교과서에는 공정

한 동전과 그렇지 않은 동전에 관한 많은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은 동전을 실제

로 만나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 학습에 사용될 공정하지 않은 동전으

로 가운데가 굽혀진 동전을 제시한다. 또한, 여러 가지 각도로 굽혀진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던

지기 실험을 통하여 추정한다. 굽혀진 동전은 통계학 수업에서 공정하지 않은 동전을 다루는 경우에

실습용으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주요용어: 가운데굽히기, 공정하지않은동전, 던지기실험.

1. 서론

동전은 확률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실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Gel-

man과 Nolan (2002)은동전던지기를통하여가설검정과다중비교를비롯한여러가지통계개념과기

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Dunn (2005)은 동전 던지기에서 변화를 주어서 확률을 흥미있게 가

르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Küchenhoff (2008)는 동전 던지기를 통하여 표본의 크기 정하기, 가설 검

정, 가정의확인, 독립성등의개념을교육하는방법을소개하였다.

통계교육을위한연구는동전이나주사위를사용하는외에도다양한방법에대한많은연구가있어왔

다 (Oh 외, 2006; Choi, 2004; Choi, 2006; Kim과 Oh, 2003).

동전을 이용하는 확률 계산 문제는 공정한 동전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동전 즉, 편향 동전도 다

룬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화는 공정한 동전으로 간주되어 공정한 동전에 대한 확률 계

산을 실험할 때 사용된다. 주화의 공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동전 던지기 실험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예를 들면 Kerrich (1946)는 1941년에 동전을 10,000번 던져서 5,067번의 앞면을 관찰하고 동전이 공

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Debora (2002)의 기사에는 통계학 교사 Tomasz Gliszczynski와 Waclaw

Zawadowski의벨기에유로주화가공정하지못하다는주장을실었다.

한편으로는 공정하지 않은 동전 혹은 동전을 닮은 물체에 대한 관심도 있어 왔다. Smith (1984)는

biased coin design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으며, Stout와 Warren (1984)은공정하지않은동전을이용

한공정한동전던지기알고리즘에대한연구를하였다. Uehara (1995)는공정하지않은동전을사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연구하였다. Itoh (1996)와 Gargano와 Vaccaro (1999)는 공정하지 않은 동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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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공정한 주사위 던지기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Abrahams (1996)은 공정하지 않은

동전을 사용한 이산분포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연구하였다. Gossner와 Vieille (2002)은 공정하지 않은

동전을 사용하는 게임에서의 최적 전략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Kerrich (1946)는 한쪽은 나무, 다른

한쪽은 납으로 된 원판을 던지기 실험을 하였으며 1,000회 시행하여 679번 앞면을 얻었다. Gelman과

Nolan (2002)은공정하지않은동전을만들기위한시도로동전의한쪽면또는양쪽면에껌을붙인후

던지기 실험을 한 후 내린 결론은 편향 동전은 확률론에서의 유니콘이다 - 모두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만나본사람은아무도없다는것이다.

Gelman과 Nolan (2002)은 동전 자체 보다는 던지는 방법에 의해 앞면이 나올 확률이 결정된다는 것

을 실험을 통해 발견하였다. 즉, 자신들의 통계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동전의 한쪽 면 또는 양

쪽 면에 껌을 붙이게 한 후 이를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을 조사하게 한 결과 껌을 붙이는 것은 동전의

공정성을 바꾸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Grunkemeier 외 (2009)는 이러한 사실을 인용하여 던지는 방법

이적당하다면, 물리적으로편향된동전을만드는것은가능하지않다라고주장하였다. Diaconis et al.

(2007)도 한쪽 면은 나무 다른 한쪽 면은 납으로 만든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하여 편향성이 없음을 보고

하였다.

Gelman과 Nolan (2002)의 실험에서 사용한 동전 던지기의 방법은 회전, 튕기기, 던지기의 방법으

로, 던지는 방법을 달리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Clark과 Westerberg (2009)의 주화 던지기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Diaconis et al. (2007) 과 Strza

koa et al. (2008)은회전던지기에의한앞면이나올확률에대한역학에관한연구를하였다.

Gelman과 Nolan (2002)이 동전을 변형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전의 형태를 유지한 채 무게 중심을

바꾸는 시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전을 굽히는 방법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이 1/2이 아닌 동전을 만드

는방법을소개한다. 이경우에굽혀진동전이엄밀한의미에서동전이라고할수있는지에대한논의는

별개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동전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우연성과 동전이 우연성을

보존해 주는 매체인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 3절에서는 동전의 정의, 동전의 변형방법을 다루며, 던지

기실험을하고이에따른결과를살펴본다. 마지막절은토의와결론에관한것이다.

2. 동전의 던지기에 대한 우연성의 고찰

공정한 동전 던지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동전 던지기

에서 던지는 행위 자체가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주어진 동전이 던지기에서 우연성을 보존해 주

는매체인가? 그리고던져진후의환경이우연성을보존해주는가?

하나의 동전을 던질 때, 환경이 같고 던지는 모양이 같다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Diaconis

et al., 2007; Strza koa et al., 2008). 그러나, 동전을 던질 때, 동전의 높이, 동전의 위상, 던져지는 각

도, 가해지는힘의방향과크기등이같지않으므로나오는결과에변이가발생한다.

동전을던지는행위의우연성을가지고있다고일반적으로믿고있으나, 마술사와같은특별한훈련을

받은사람은던지는행위의우연성을억제하여항상원하는결과를얻게된다.

던지는 행위에서 우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Gelman과 Nolan (2002)은 컵에 동전을 넣어서 적당히

높은 곳에서 던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적당히 높은 위치에서 검지를 구부리고 그

위에 동전을 넣은 후 동전을 엄지손가락으로 튕겨낸다. 어떤 경우에는 동전을 바닥에 수직으로 세우고

동전의한쪽끝을튕겨서동전이회전하도록한다.

동전던지기에서던지는행위가우연적이지않게하는방법은동전의면을바닥에평행되게한다음회

전을주어던지는경우이다. 또한바닥에아주가까이하여예를들면바닥위 1cm 위에서살짝놓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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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이에해당된다.

한편 주어진 동전이 우연적 행위를 보장해 주는 우연성 보존 물체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즉, 동

전을 던지는 방법에서 동전을 던질 때의 상태가 우연적이라고 가정할 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

률이 0.5가 되는가? 던지는 행위가 우연적이고 동전이 지나는 궤도와 착지점의 환경의 우연성을 보장한

다면, 동전 자체가 우연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주화는 우연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편으로, 동전을 구성하는 매질에 변화를 주는 행위 예컨대, Gelman과 Nolan (2002)처럼 금속 물

질로 된 동전의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 껌을 평평하게 붙이거나, Kerrich (1946)나 Diaconis et al.

(2007)처럼 한쪽 면은 나무로, 다른 한쪽 면은 납으로 된 원판을 만들어, 무게 중심을 변화하게 하는 행

위는동전의우연성을바꾸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편향 동전을 위한 변환과 던지기 실험

동전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동그랗게 생긴 모든 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라고 나와 있

다. 또한, Merriam-Webster OnLine 사전에 의하면 a usually flat piece of metal issued by govern-

mental authority as money 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앞서 ‘10원짜

리 동전’ 혹은 ‘1 € coin’과 같은 표현의 사용에서와 같이 동전의 모양에 대한 많은 경험과 확고한 개념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전이란 “금속으로 주조된 작은 원판이며, 화폐로 사용된다”는 것이

다.

동전던지기 실험에서의 ‘동전’은 주화로서의 동전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Gelman과

Nolan (2002)은 동전의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 평평하게 껌을 붙여서 즉 무게 중심의 변화를 준 원판

던지기 실험을 하였다. Kerrich (1942)도 한 면은 나무, 다른 한 면은 납으로 된 원판을 붙여 무게 중

심을 이동시킨 원판 던지기 실험을 하였다. 이들의 실험매체는 궁극적으로 원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

었으므로 전통적인 동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원기둥이며,

동전에 껌을 붙이는 것은 원기둥의 높이를 변형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확률 실험에 사용되는 동전은

원기둥 물체라고 할 수 있다. Mosteller (1987)는 동전을 원기둥으로 정의하고, 모서리가 나올 확률이

1/3이 되기 위해서는 동전이 얼마나 두꺼워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해를

구하였다. 이러한맥락속에서본다면, 동전의일반적인모양은그림 3.1과같은원통형이다.

그림 3.1 일반적 동전의 개형도

동전의 변형 방법. Gelman과 Nolan (2002)은 동전의 한 면 또는 양쪽 면에 껌을 붙여 양쪽의 무

게의 대칭성을 바꾸었다. Kerrich (1946)는 나무 원판의 한쪽 면에 납을 붙여서 양쪽의 무게의 대칭성

을 바꾸었으며, 책상 위에 짧은 거리에서 던져 튀기도록 하였다. Gelman과 Nolan (2002)은 Kerrich

(1946)의던지는방법에문제가있음을지적하면서, 동전의무게의대칭성을바꾸는것은동전의공정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전의 무게의 대칭성을 바꾸는 대신, 동전

의 가운데를 일정한 각도로 굽혀서 동전을 공정하기 않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동전은 가운데를 굽



150 Dukkwan Woo · Changhyuck Oh

혀 그림 3.2와 같이 가운데의 각도가 θ 가 되게 하였다. 그림 3.2의 첫 번째 그림은 평면도이며 두 번째

그림은측면도이다.

굽히는 중심선

     


그림 3.2 동전의 굽히는 중심선과 중심각 θ

동전을 구부리는 경우에, 구부러진 동전을 동전으로 간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

룬문헌은발견할수없었다. 굽혀진동전은원통형이아니며그림 3.3과같은형태로변형되게된다.

그림 3.3 굽혀진 동전

본 논문에서는 동전 던지기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한다.

튕기기: 검지위에동전을얹고하늘을향해엄지로동전을튕기는행위.

던지기: 동전을엄지와검지로잡고하늘을향해던지는행위.

컵던지기: 동전을컵안에넣고컵을서너번흔든후하늘을향해던지는행위.

회전던지기: 동전의면을바닥과평행되게한후바닥과평행되게회전하면서던지는행위.

바닥회전시키기: 동전을바닥에수직으로세워서한손가락을잡고있으면서다른손의검지또는중

지로동전의한쪽끝을튕겨서회전시키는행위.

이들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의 던지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들 던지기 방법의 우연성의 비교

를위한연구결과는저자의검색범위내에서는찾을수없었다. 본실험에서는위의다섯가지동전던

지기 방법 중 ‘던지기’를 채택하며, 동전을 던질 때는 평평하고 딱딱하고 매끈한 시멘트 바닥에 던진다.

던지기는네명의학생이번갈아가면서동전을던졌다. 학생들은동전의특정한면이나오는것에대한

선호도가 전혀 없는 상황 하에서 던지도록 하였다. 던지는 자세는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동

전을가슴높이정도로던지도록하였다. 여기에서 ‘던지기’를채택한이유는학생들이던지기에대하여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어느 면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 예측이 없으므로 동전을

잡고던지는것이던지는행위에서의우연성을훼손하지않는다고믿었기때문이다.

동전의 제작. 동전을 주어진 중심각에 따라 굽히는 일은 전문철공소에 의뢰하였다. 그림 3.2에서 중

심각 θ는 160◦ (20◦) 80◦로모두 5가지로하였다.

실험 결과. 각 중심각의 동전에 대하여 400번의 던지기를 시행하였다. 시행에 따른 앞면의 개수와

비율을 표 3.1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비율을 그림 3.4에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주어진 모든 중

심각에 대하여 앞면의 비율은 0.5보다 크다. 또한 중심각이 100◦와 120◦인 경우 둘 다 앞면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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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25의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400회의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면의 비율이 안정적인 값이 되기 위해서는 각 중심각의 동전에 대하여 던지기 시행 회수를 더 늘려야

함을의미한다. 그러나전체적으로는중심각이작아지면앞면의비율이커지는현상을보이고있다.

표 3.1 동전 던지기 실험의 결과

굽힌 각도 앞면 횟수 앞면 비율

160 203 0.5075

140 226 0.5650

120 229 0.5725

100 229 0.5725

80 248 0.6125

0.5

0.6

160 140 120 100 80

앞면비율

그림 3.4 던지기 400회 시행에 대한 중심각에 따른 앞면 비율

4. 논의와 결론

공정하지 않은 동전을 만들기 위하여 동전의 가운데 부분을 굽히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굽히는 각도

에 따른 앞면이 나올 확률을 컵던지기 실험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동전은 공정하지

않은 동전 던지기 실험에 관한 통계학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면이 나올 확률이 1/2이

아닌 동전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굽히는 각도에 따라 앞면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는 물리

적 원리는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굽혀진 동전을 튕기기, 던지기, 회전던지기,

바닥회전시키기의 방법으로 던져서 경험적 확률을 구해보는 실험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 과제

로남겨둔다.

굽혀진 동전을 동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확률계산을 위해 문헌에서 다루어진 동전의 개념

에서 보면 동전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학습활동을 위한 매체로서의 동전을 고려한다면 굽혀진 동

전도좋은학습매체가될수있다. 굽혀진동전도동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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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eaching probability with the help of coin tossing has

a long history. In textbooks about elementary probability or statistics, problems on

unfair coins as well as fair ones are frequently given. However it is known that nobody

has met an unfair coin with a fixed head probability which is different from 0.5 in flesh

and blood. In this study a coin bent along with the middle line of the coin is suggested

as an unfair one. By flipping bent coins with various angle, the ratios of head of the

coins are obtained. The bent coins might be used as experimental tools for teaching of

probability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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