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ent의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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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셋이 t-분포를 발표할 당시 국의 대표적인 학자인 휘셔, 피어슨, 고셋의 학문적인 인과관

계를 정리 요약하고 고셋의 t-분포와 실험설계에 대한 기여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리하 다. 

통계교수방법론 개발이나 실험계획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흥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1. 들어가며

William Sealy Gosset (1876-1937)은 “Student”란 필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잘 알려졌다. 

1900년 초의 대표적인 국 통계학자로는 Fisher, Pearson, Gosset을 들 수 있으며 그 중 

Gosset을 중심으로 당시의 학문적인 배경이나 인과관계 등을 중심으로 특히 나름대로 통계학 

전공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관련 문헌에서 찾아 정리․요약한다. 

인간으로써 Gosset에 관한 사항은 E. S. Pearson (1968:Biometrika)의 R. A. Fisher 및  Karl 

Pearson과의 왕래 편지에서 부분적으로 인간적인 면을 감지할 수 있으며 Biometrika (1939)에 

직장 동료 던 L. Mcmllen의 “Student as man"과 같은 논문에 E. S. Pearson의 ”Student as a 

Statistician"에 Student의 생애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Student의 학문적 업적 및 통계학에 대한 기여도는 그가 발표한 22편의 논문 외에 여러 문헌

에서 찾을 수 있다.

2. Gosset의 생애

Oxford에서 수학과 화학을 공부하고 바로 1899년 가을 아일랜드의 Dublin에 있는 흑맥주로 

특히 유명한 Messers Guinness에 양조가(brewer)로 입사하 다. 그 이후 1935년 런던에 새로

이 개설된 Guinness로 옮겨가지만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Guinness에서 주로 맥주원료인 보리

와 맥아의 품종들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이들의 성장과 수확물을 관리하는 감

독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 자문가로서 근무한다. 더 자세한 것은 

Biometrika (1939 : "Student as a man")을 참조할 수 있다.

Gosset이 언제 어떻게 통계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반

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1900년 초까지의 통계학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3. 1900년까지의 국 통계학

1830년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 통계분야의 제안서가 제출되

자 “통계학이 과학의 한 분야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통계학이 자료를 수집하고 도

표화하는 하는 것을 취급한다면 과학이다.”라는 답에 협회는 기꺼이 동의하 다. 그러나 “통계

추론의 결과가 믿을 만한가?” 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당시 공식통계기관에서 하는 일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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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를 도표화하는 정도의 일이었다. 1834년 런던통계학회가 창립되

고 후에 왕립통계학회(Royal Statistical Society)로 변경되었다.

James Johnston (1849)은 “Experimental Agriculture" 에서 실험의 중요성 및 변이(variation)

를 나타내는 측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어떻게 변이의 측도를 나타내야 할지 아직 모르

고 있었다. 그러나 대륙에서는 이미 Laplas, Moire, Gauss 등에 의해서 최소자승법과 오차이론, 

역 확률(inverse probability) 등 수학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었다. 이미 1820년경에는 모집

단내에서 변이의 측도로 표준편차나 표준오차의 개념이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규모집단에

서 뽑은 표본평균분포, 중심극한정리의 비슷한 형태 등이 특수한 경우 천문학에서 관측오차에 

적용되고 있었다. 이 때에 취급된 자료는 모두 대표본이며 소표본의 자료는 아직 취급할 수가 

없었다.

예로 1876년 Charles Darwin은 콩과식물의 키를 분석하기 위해 교배(crossed)와 자가수정

(self-fertilized)된 자료를 각각 15개씩 관찰해 France Galton에게 보냈다. Galton은 교배에서 자

가 수정된 콩의 키를 뺀 15개의 자료가 비록 정규분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잘 추정된 표준편차가 필요한데 15번 반복으로는 잘 추정된 표준편차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15번 반복으로는 분포법칙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수학적 분석을 피했

다 (Cochran:1976;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9세기 말에 와서는 씨앗의 구입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실험구의 크기는 100 m 2 나 1/40 

acre로 작아지고, 대신 반복을 늘이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오차함수의 지식이 요구되는 과학적인 

방법과 실험실에서 자료 분석 결과를 판정하려는 시도가 양조업에서 요구되기 시작했다. 

Gosset은 1901-1906년까지 Ireland의 농무성에서 발주한 국내에서 자라는 가장 좋은 품종의 

보리를 찾아내기 위한 “보리발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여 3-4 종류의 보리품종을 1 또는 3/4 

acre크기의 실험구로 해서 10개의 농장에 재배한 후 여기서 나온 자료를 실험실에서 일일이 계

산하 다. 그는 이 결과를 Karl Pearson과 상의하기 위해(Pearson은 당시로는 수학분야 선진국

인 독일의 하이델베르와 베를린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름도 Carl에서 독일식인 Karl로 바꾸었다

함 (Anderson:1996;Statistical Science, 11).) 런던의 University of college에서 만난 이후 죽을 

때까지 개인적으로나 학문적인 친교를 계속하 다. 두 사람이 왕래한 편지는 Pearson(1939:Bio-

metrika)의 "Student as Statistician“에 Karl Pearson의 아들 Egon Pearson의 편지에 대한 설

명과 더불어 수록되었다.

4. Student의 수학적인 주요 논문

Student의 첫 번째 수학적인 논문 “On the Error of Counting With a aemacytometer(1907)”

은 이항분포의 제한된 형태로 포아송 분포를 새로이 유도하 다. 1908년의 두 번째 논문 “The 

Probable Error of a Mean"은 t-분포의 근간이 되는 현대통계학에 새로운 금자탑이 되는 기념

비적인 논문이다. 대부분의 통계학 교재에는 “아일랜드 양조회사 직원이었던 Gosset이 t-분포

를 처음 유도하고 ”Student"는 Gosset의 필명이다. 라고 간단히 기술하여 마치 우연히 쉽게 유

도된 것처럼 학생들이 생각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어 t-분포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한다.

Gosset에게는 양조장에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Gosset은 시간 때문에 겨울에는 뉴질랜

드에서 작물을 재배도 했음) 적은 수의 자료를 사용하여 모평균을 추론하고자 하는 문제가 절

실히 대두되었을 것이다. 당시의 통계적 계산은 표본의 평균( x )과 표준편차( s )를 계산하고 x

가 N (μ,
s
n
)을 따른다는 가정이 만족되면 다음 계산으로 넘어가 표본평균의 유의성 검정

으로 ( x-μ)/s값이 주어진 값보다 크게 될 확률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했다. Gosset은 소



표본인 경우 표준오차 내의 변이성은 ( x-μ)/s의 변이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 

( x-μ)/s 의 분포를 구할 필요가 생겼다. Gosset은 Galton이 우려했던 것처럼 소표본인 경우, 

자료의 분포 형태를 결정하기 어렵고 또한 대표본과 소표본을 구별하는 표본의 크기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서 실제 현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있음을 알았다. 주어진 자료가 정규분포에서 벗

어난 경우 심각한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 문제를 그는 간단히 

자료는 정규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처리하 다. 그리고 수학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Gosset은 Airy (1861)의 On the Algebraical and Numerical Theory of Error Observation. 과 

Merriman (1884)의 A Text book on the Method of Least squares. 두 권을 통해 통계학을 공

부했음) 전개과정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명석한 두뇌와 간단한 대수학을 이용하여 

( x-μ)/s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구했다.

먼저 s 2의 분포를 구하기 위해 s 2의 4차까지의 적률을 정의에 따라 구한 후, 이들 적률값을

조사해 본 결과 Pearson의 7개 type 곡선 중 type 3의 값과 같음을 알았다. 따라서 s 2의 빈도

함수는 이미 알고 있는 type 3의 함수를 취해

y=Cx
n-3
2 e

-nx
2μ 2

가 되었다. 다음으로 표본평균과 분산이 독립임을 보이고 z=x/s의 분포는 

y=
N ns
2πσ

e

-ns2 z 2

2σ
2

이고, z함수의 적분은 적분공식에 의해 쉽게 구하 다. 그러나 Anderson (1996)에 의하면 

국의 통계학자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독일 천문학자인 Helmert (1876)는 s 2분포를 이

미 구했다.

다음으로 Macdonel (Biometrika, Vol.1. P.219)의 3,000명 범죄자들의 키와 왼손 중지의 길이

를 잰 자료를 카드화하여 잘 섞은 다음, 랜덤하게 4장씩 750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이들 자료를 

사용해 분포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이 작업은 아마 통계연구에 Monte Carlo 방법이 적용된 

처음 작업으로 생각된다. 다음 n=4부터 10까지의 z누적함수 표를 작성하고 n=10인 경

우, 정규분포와 매우 적합함을 Pearson의 χ
2적합도 검정을 통해 보 다. 후에 Student (1917)

는 표본의 수를 2-30까지 확대했다. Mcmullen (1939: Biometrika)에 의하면 이 방대하고 때론 

잘못계산도 하는 지리하고 단조로운 작업을 Gosset은 혼자서 계산했다 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

용된 표본분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누는 수가 n-1이 아닌 s
2=∑ (x- x ) 2/n이었

다. 이 문제를 처음 다룬 사람은 Fisher로 당시 22살인 켐브리지 학부생인 Fisher가 Gosset에게 

보낸 편지에 이 문제가 언급되었다.

 Gosset이 Pearson(당시 Biometrika 편집위원장)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나로서는Fisher

의 편지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사하고 수학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될 것 같다. 하여튼 

당신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러나 Pearson의 대답은 “나는 Fisher의 증명에 동의 할 수 없다.” 

라고 했다. 또한 Fisher의 딸 J.F Box (1978: P.72-73)에 의하면 "Fisher (1912;Messenger of 

Mathematics,41)는 분산의 추정으로 최우추정법을 유도했고, 여기서 나누는 수로 n대신 n-1

을 사용했다." 라고 했다. 동일한 내용으로 E. S. Pearson (1968:Biometrika)은  Fisher's paper 

to which Gosset refers in the first letteris clearly that with the 'On an absolute criterion 

for fitting frequency curve' (Fisher, 1912)라 했다. 또한 Anderson (1996)은 Fisher가 Gosset에



게 보낸 편지는 분실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Fisher (1915:Biometrika,10)에 S x의 크

기를 계산하는 문제에 포함( n-1을 사용하는 근거)되어 있다라고 했다.

Fisher (1912, 1912년에 Fisher는 켐브리지대학 학부학생이었음)에 의해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1920년까지는 n-1의 문제는 n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sher (1925: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Workers)에서는 t= z n-1 을 사용함으로써 1925년에는 

n-1이 사용되었다.  획기적인 Gosset의 연구 결과를 사용한 사람은 아마 Guinness양조장과 

Fisher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다. 1922년 9월 논문 발표 후 14년이 지난 후에 Student는 Fisher

에게 쓴 편지에서 “I am sending you a copy of Student's Table as you are the only man 

that's ever likely to use them."라고 했다. 또한 Fisher (1925)는 “Student's work was not 

quickly appreciate(it had ,in fact, been totally ignored in the journal in which it had 

appeared), and from the first edition it has been one of the chief purpose of this book to 

make better known the effect of his research” 라고 했다.

3번째 논문인 1908년의 “Probable Error of a Correlation Coefficient.” 는 모상관계수( ρ)는0 

일 때 750개의 표본상관계수( r )를 계산하여 r의 분포가 직사각형분포 형태임을 알았다. 그러

나 수학적인 지식의 부족 때문에 r의 빈도함수를 계산하지 못하고 Pearson의 7개 곡선 중에서 

찾고자 하 다. 그 결과 Pearson의 type 2임을 추측했다. 그러나 ρ가 0이 아닌 경우는 Pearson

의 type 2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고 단지 추측만 했다. 6년 뒤 이 논문에 고무된 Fisher 

(1915)는 Student의 추측이 정확했음을 보 으며 r의 분포를 일반화했다. 이 후로 Student는 

소표본에 관한 새로운 논문을 더 이상 쓰지 않았다. Biometrika에 수록된 실험계획에 관한 논

문으로 처음 논문은 날짜에 따라 실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block으로 연속된 날짜를 택

해야한다는 내용의 Student (1917)이다.

5. 농업과 실험계획에 관한 연구

소표본 문제가 해결된 후 실제 농장실험에서 직면하는 문제인 실험의 배치에 관심을 두는 것

은 당연한 순서라 하겠다. Irwin (1978: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tatistics)에 의하면 1905

년 엿기름 제조업자인 Beaven 박사로부터 처음 자문을 요청 받은 때부터 배치에 관심을 두었

다고 한다. 1912년 경 Beaven은 “half-drill strip" 을 고안했는데, 이는 두 종류의 품종 A 와 C

를 비교하는 경우 길다란 고랑에 CAACCAACCAAC. 등과 같이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는 마치 

CAAC의 모양이 샌드위치와 비슷하다 해서 샌드위치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랜덤배치에 대해 

인위적으로 균형시킨 배치라는 의미에서 균형배치(balance arrangement), 혹은 대칭 되었다하여 

대칭(systematic)배치라 한다. 샌드위치내의 두개의 (C-A)의 차를 이용해 비교하는 것이다. 

Student는 이 대칭배치를 끝까지 선호하 으며 나중 Fisher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고 Student 

(1938)로 공개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두 사람은 사이가결정적으로 틀어진다.

Fisher와 Mackenzie (1923:Economica)은 감자에 관한 2 3요인실험에 관한 논문으로 특히 분

산분석 초기 발전 단계에 관한 중요한 논문으로 이때까지 Fisher는 대칭배치를 이용하고 있었

다. 또한 Fisher와 통계문제에 관해 편지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던 Student (1923)는 Fisher 

(1923)와 비슷한 실험으로 8 종류의 보리 종자를 가능한 모든 두 처리끼리 비교하는 28번의 비

교실험을 하여 이들 평균을 이용해 Fisher의 분산분석표(analysis of variance table)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얻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Student는 분산(variance)이란 용어를 이 



논문에서 처음 사용했으나 나중에 Fisher가 1918년 이래 사용한 용어라고 주석을 달았다. 1923

년도에 발행된 위의 두 논문에서는 모두 대칭배치에 의한 자료를 이용하 다. 그러나 Fisher 

(1926:Journal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의 ”The arrangement of field experiment." 는 짧

은 논문으로, Fisher의 실험계획 전반에 관한 거의 모든 아이디어가 수록된 논문이다. 여기서 

Fisher는 유의성검정 개념을 설명하고 랜덤배치의 사용을 주장하 다. 이후 12년 동안 Fisher를 

포함한 랜덤배치를 선호하는 편과 Student를 포함한 균형배치를 선호하는 두 편으로 나누어져 

배치의 문제를 놓고 논쟁을 계속하면서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 상당히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여 

비난하기도 하 다.

그러나 Student는 농업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social)인 문제에 가까운 우유의 효능실험

(1931:Biometrika)에서 랜덤문제와 생각지 못한 오차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

Student는 그 이유로 학교를 랜덤하게 택하지 않았고, 특히 학교 선생님이 양상태가 양호

한 학생에게는 우유를 인위적으로 먹이지 않고 허약한 학생에게 우선 급식한 까닭이라고 하고, 

만약 “50쌍의 쌍둥이를 사용했더라면 비용도 적게 들고 더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

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Student (1931)는 대칭배치가 랜덤배치나 라틴방격 방법보다 우수하다

고 주장하 다. 이때까지는 Fisher와 의견이 일치되는 면이나 편지왕래도 있었으나, Student 

(1938)은 Barbacki and Fisher(1936)의 랜덤배치가 대칭배치에 비교해 더 정확하다는 주장에 대

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 한편 1930년 이후 농업문제 이외

에 비교 연구가 사용되면서 1938년 후로 랜덤배치의 방법으로 이 문제는 끝난다. Efron (1971)

은 왜 대칭방법이 안 되는지 설명하 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는 토양의 변이를 연구하는데 대

칭방법이 60년 뒤에도 때로 사용되고 있다(Atkinson and Bailey: 2001; Biometrika).

6. 나가며

과거 통계학자의 업적을 우리가 논하는 경우 당시의 학문적인 배경이나 시대적 요구 등을 종

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자료와 참고문헌의 편견 등으로 자칫하면 잘못된 

면이나 실수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Student와 Fisher 특히 Fisher 와 Karl 

Pearson(당시 Pearson의 실험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Kirstine Smith (1916:Biometrika)의 

minimum chi-square estimation을 논의한 논문을 비평한 기각의 기준으로 minimum 

chi-square의 사용에 관한 논문을 1916년 Fisher가 Biometrika에 투고 하지만 두 번이나 

Pearson이 이 비평을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기각한 이래 1920년까지 총 3편의 논문을 

기각하자 Fisher는 다시는 Biometrika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하고 Pearson이 죽은 후까

지 Biometrika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은 사이가 좋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참고문헌도 저자의 입장(누구를 옹호하는가)에 따라 내용의 전체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

들 세 사람간의 왕래한 서신으로 미루어 보건 데 끊임없이 서로에게 통계학에 관한 감을 제

공했고, 이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현대통계학의 근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Student의 통계학에 

대한 기여를 발표된 문헌만으로 간단히 평가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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