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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분석법 기초
(1) 측정 결과와 평균치
어떤 사람이 10 cm정도 긴 막대의 길이를 재고 있다. 이 사람이 번의 측정을 통해서 S = {   ,   , ... ,   }
의 결과를 얻었다. 이때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의 측정에 의하면 막대의 길이는 얼

마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양이 바로 평균이다. 즉, 주어진 측정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 
 이다.
   



(1)

(2) 측정오차와 표준 편차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볼 것은 “이 측정의 오차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측정, A와 B를 비교해 보자.
S(A) = { 11,

8,

9,

12,

11,

7,

12,

8,

11,

11

}

S(B) = { 10.1, 9.8, 9.9, 10.2, 10.1, 9.7, 10.2, 9.8, 10.1, 10.1 }
두 경우 모두 단위는 cm이다. 두 결과로부터 평균을 계산해 보면 같은 값 10.0 cm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
리는 직관적으로 B가 A보다 더 조심스러운 - 정밀한 - 측정이며 오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래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data (파랑색)가 A의 경우(빨강색)보다 10.0 cm 근처에 훨씬 가까이 몰려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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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번의 측정 결과들이 평균값에 얼마나 가까이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이 바로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이다:



   〈〉
 






(2)

 

(표준 편차가 갖는 수학적 의미는 sample의 평균으로부터의 평균 거리이다. 단, 여기서 평균 거리라 함은 산술
적 평균이 아닌 root mean squa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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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와 표준 편차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를 고려해 보자.
S(B) = { 10.1, 9.8, 9.9, 10.2, 10.1, 9.7, 10.2, 9.8, 10.1, 10.1 }
S(C) = { 10.1,

9.8,

9.9,

10.2 }

이들 두 측정 결과는 비슷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B로부터의 결론이 C의 경우보다 더 작은 오차
를 갖고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고려를 한 데 합치면 측정의 오차( )는 표준 편차()
에 비례하고 sample size()에 반비례하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통계학의 이론(* Appendix)
에 따르면

  
로 주어진다.

  
즉,



  〈〉± 
 이 된다.

  

(3)
(4)

이 식의 의미는: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에 측정 결과인 〈〉과 막대의 진짜길이   의 차이가  
   보다 작을 확률은
68%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confidence level (C.L.) 68%라는 이야기이다. Confidence level을 크게 하기 위
해서는 측정의 오차 한계를   
   의 2배(95% confidence level)로 올려서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3) Random Error와 Systematic Error: 정밀성과 정확성의 문제
위에서 고려한 예에서 측정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잣대의 눈금을 읽는
각도에 따라 읽는 값이 달라지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관측자가 항상 같은 각도에서 읽지만 않는다면
이런 오차가 양의 부호를 가질 확률과 음의 부호를 가질 확률이 같다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이런 오차들은 평
균적으로 0이 될 것이다. 이처럼 0을 주위로 random하게 분포하여 측정의 오차한계에만 영향을 미치고 평균
적으로 측정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차를 random error라고 한다. (2)절에서의 분석은 측정 오차가
random error라고 가정하고 행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관측자가 눈금 간격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은 잘못된 잣대를 썼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경우에
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반복해서 여러 번 측정한다고 해도 이 측정의 결과 얻은 값은 막대의 진짜 길이와는 잣
대의 잘못된 눈금만큼 항상 다를 것이다. 이 경우의 오차를 systematic error라고 하며 이는 측정의 오류를 가
져온다.
위에서 말한 것을 정리하면
random error는 정밀성(precision)을 제한하고
systematic error는 정확성(accuracy)을 제한한다.
이와 같은 random error/systematic error, 또는 정밀성/정확성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고려한 막대의 길 이측
정 같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험,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지식의 탐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설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 sample size는 정밀성을 결정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의 error margin이 있다하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뜻이다.), sample 선택은 정확성의 문
제이다. 즉 젊은 사람들만, 남자들만 하는 식으로 sample을 제한하면 그 집단의 편견이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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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미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의 측정 오차를 줄이고 측정 횟수를 늘린다는 처방을 내렸다
(   
   ). 그러면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막대 길이 측정의 예로 돌아간
다면 한 가지 분명히 해볼 만한 일은 한 가지 잣대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잣대 - 대나무자, micrometer,
vernier caliper etc. - 를 써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확성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측
정 방법을 써서 일관된 결론이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는 아주 상식적인 처방으로 우리가 복잡한 계
산을 끝내고 검산을 할 때에 처음 사용한 계산 방법과 다른 (역산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 보는 것과
같은 idea이다.

(4) 실험 조건의 변화와 -test
실험 조건을 변화시켜 가며 같은 양을 측정하여 일관성을 확인하는 예로 여러 가지 잣대를 써서 막대의 길이
를 측정한 실험의 예를 고려해 보자.
측정1.

  = 10.00 ± 0.02 cm

측정2.

  = 10.01 ± 0.03 cm

측정3.

  = 9.96 ± 0.01 cm

측정4.

  = 10.03 ± 0.01 cm

이 측정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잡한 통계 이론을 쓰기 이전에 먼저 상식적으로 들여
다 볼 수 있는 것은 개개의 측정의 오차가 서로 다른 측정치들 간의 차이보다 큰가 작은가 하는 점이다. 다음
의 그림을 참조해 보자.

9.9

9.95

10

10.05

10.1

측정 1(빨강색)과 2(파랑색)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들의 차이는 0.01 cm인데 각각의 측정의 오차가 0.02 cm,
0.03 cm이므로 이 두 측정은 오차 한계 내에서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측정 3(곤색)과 4(갈
색)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0.07 cm로 오차 한계를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식적인 분석을 넘어서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정량적으로 이야기하려면 chi square를 써야만 한다. 위
의 예에서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5)

(위와 같이  이 곱해진 경우를 reduced   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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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각각의 측정이 진짜 길이로부터 벗어나는 정도       가 측정 오차   보다 작다면 
  는 대략 1, 또
는 그 보다 작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는 1보다 커질 것이다.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서 얻은 
  값이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확인해 주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표를 찾아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통계학 교
과서에 나오는 이런 표에서는 (e.g. Table C.4 on p 258, Bevington) 측정의 오차가 전부 random error에 의한
경우 
  가 어떤 값보다 클 확률을 에 따라 열거하고 있다. 대개의 값의 경우 식 (5)가 1 보다 클 확률은
50%정도라고 보면 된다. 
  값이 커지면서 순수한 random error만으로 그만한 값이 나올 확률은 점점 줄어들
고 측정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5) 측정치와 오차 한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이상에서   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길이   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
하다. 따라서 위의 측정 data를 갖고 제일 먼저 할 일은 〈〉값을 찾아내는 일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1)절의 경우와 같이 4번 측정의 산술적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이 경우에는 적당치 않다.
왜냐하면 각각의 측정의 오차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측정 결과 마다의 중요성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오차 한계가 0.01 cm인 결과와 0.03 cm인 결과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가 이미
식 (5)로 주어졌음을 이용하여     을
    
로 정의하고

 
 


    



(6)

이를 최소로 하는  값을 구하여 이를 〈〉로 한다. 즉,   가 작을수록 일관성 있는 측정이 되므로 이를 최소
화하는  값을 우리의 측정치로 한다. 미분하여

  
〈〉  을 얻는다.
 







(7)

여기서 주목할 것은:
1) 측정오차 (  )가 작은 측정일수록 그 비중이 커진다.
2) 모든 측정이 같은 오차 한계를 가지면 (6)은 (2)의 표준 편차의 제곱(이를 variance라 한다.)과 같아지며,
(7)은 단순한 평균의 정의인 (1)과 같다. 이런 점에서 평균이 주어진 모집단의 가장 합리적인 대표값인 이유는
평균값이 표준 편차, 즉 주어진 샘플의   를 최소화하는 값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짜 길이가 알려져 있지 않고 data로부터 그 값을 추론해낸 경우, data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식 (5) 대신에
   〈〉



  
을 쓴다.
   
 



분모가 에서   로 바뀐 것은 (3)에서의 분모가   인 것과 같은 이유이다

(8)
(* Appendix).

끝으로 이 경우 data 전체로부터의 측정오차  은




의 관계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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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ast  Fitting
위에서 제시한 잣대를 바꿔가며 길이를 측정하는 예에서는 모든 측정의 결과가 오차 한계 내에서 같게 나와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학 실험의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을 쓴다는 것은 곧 실험의 변수
를 달리하여 측정해 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Ohm의 법칙을 써서 저항기의 저항값을 측정하려
한다면 여러 가지 전류값에서 전압을 측정해 볼 것이다. 이처럼 실험에는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값 와 그에
따라 측정되는 값 가 있다. 그들 사이의 관계가     로 알려져 있다하고,   는 몇 개의 변수
(parameter)를 갖고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 선형 함수라면       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기울기 와
절편 가 parameter가 된다. Ohm의 법칙에서는         이고  이 parameter이다. 이처럼 함수의 형태
는 알려져 있으나 그의 parameter가 결정되어야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를 정의하여 그 값을 최소화하는
parameter를 구하면 된다.
      
 

 
 






(10)

(식(10)과 식(6)을 비교하면 식(6)이     constant인 특별한 경우이며, 그 constant가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임을 알 수 있다.)
  가 선형 함수이고 모든   가 같은 경우에는,

   

 
 

             
           
         

(11)

으로 주어진다. 함수가 복잡해지면 (10)의   를 최소화하는 parameter들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상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data에 curve fitting을 하여 fitting parameter들을 찾아낸 경우에도 data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reduced   를 사용한 test를 해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12)

으로 정의되는데 은   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fitting parameter들의 숫자이다. 즉, data point의 숫자는
이라 하더라도 이중 독립적인 것의 숫자는 거기에서 fitting parameter의 숫자만큼을 뺀 것과 같다는 의미이
며 (* Appendix)    을 자유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 참고서적
“Data Reduction and Error Analysis for the Physical Science"
Second Edition
P. R. Bevington and D. K. Robinson
McGraw Hill, New Yor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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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

식 (3)의 유도.

S = {   , ... ,   }에서 각각의   를         로 쓰면 (   는 막대의 진짜길이)









〈〉  
    
 이 되고, 이때 
 가 측정오차( )이다.
   
   
   







표준 편차가 각각의 측정치의 〈〉로부터의 평균 거리임을 감안하면   ≈ 이다.
단, 각각의   는 임의의 부호를 갖기 때문에 이들의 합은 단순히 로 주어지지 않고 
 로 주어진다. 즉,

측정오차는     이 된다.
이는 식(3)과 거의 같으나 factor,



 
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이상의 분석에서는 우리가 막대의 진짜 길이   를 알고 있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값을 모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진짜 길이를 안다면 왜 측정을 하겠는가?) 즉, 우리가 S로부터
표준 편차 를 계산할 때에는 진짜 길이를 모르므로 이를 S의 평균 〈〉로 대신하였다. 그 결과, 계산된 표준
편차는 진짜길 이를 쓴 계산결과보다 작다. 즉,




   〈〉 
     













(5)

왜냐하면 〈〉은 S의 평균값이므로   보다 {   }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표준 편차의 계산은 진짜 표준 편차보다 작은 값을 주고, 따라서 오차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
     이다.
게 만든다. 이를 보상하는 값이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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