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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We introduce a program that enhances th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students in Statistics. This program explains various statistical concepts
and procedures by showing detailed steps of calculations with graphs and
simulations. This program utilizes a readily accessible Excel V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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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오늘날 통계학은 과학의 모든 분야 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은 여러 분야에서.

통계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접하게 되며 이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통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계

학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대학에서의 통계학 교육은 수리적인 면에 치우

쳐 있어서 실세계현상에 대한 응용력 부족이 우려되고 학생들의 통계학에 대한 관심

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학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어 학생들이.

배우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수학적인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리적인 접근방법을 고집함으로써 교

수와 학생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통계학의 기.

본적인 개념들을 고등수학의 배경 없이도 쉽게 이해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교육환경의 주체가 기존의 교수자 중심 교육에.

서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흥미로운 학습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통계학습의 흥미를 높이고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

어진 자료를 가지고 단계적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나타내어 주고 많

은 자료를 빠르게 처리하기보다는 통계 자료 분석의 단계적 과정들을 설명 수식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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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 등을 통해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학습이 되게 한다.

본 연구는 통계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스스로 이해와 분석능력을 습득할 수 있고 능

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절에서는 연. 2

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절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및 설명에 대하여 기술하고 절, 3 4

에서 결론을 맺는다.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2.2.2.2.

본 연구는 단순한 자료 분석보다는 학습자의 통계전반에 관한 개념의 이해를 돕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적 통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그래프 모의실험 등을 제공. ,

하면 통계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 개념설명을 설명 수식 그래프 등을 통해 보여준다, , , .

둘째 자료를 분석할 때에도 자료입력 후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과,

정 설명 수식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현재의 통계 프로그램과는 다른 독창성을 가진, ,

다.

셋째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여 동적인 엑셀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 .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는 도구는 계산업

무 전반에 이용할 수 있는 엑셀을 기반으로 하여 스프레드시트 와 양식도(spreadsheet)

구 매크로 를 사용한다, ,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 .

스프레드시트는 자동계산 기능 문서작성 기능 차트작성 기능 데이터베이스 관리, , ,

기능 작업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며 양식도구 매크로 등은 프로그램 제어 및, , , VBA

함수 사용 설명 그래프 등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양식도구는 에서 대, , . Dialog Sheet

화상자를 사용자가 직접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서는 명령단추

확인란 옵션단추 그룹상자(CommandButton), (CheckBox), (OptionButton), (GroupBox)

등을 사용한다 매크로는 엑셀에서 실행한 작업 내용을 비주얼베이직 이. (Visual Basic)

라는 프로그래밍언어로 기록하여 기록된 비주얼베이직 언어의 내용을 추후 자동으로

실행하게 된다 매크로는 비주얼베이직 코드로 기록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서 사용되는 비주얼베이직을 라 하며 엑셀에서 사용되는 코드를 엑셀VBA VBA ‘

이라고 한다VBA’ (Jacobson, 2002; Walkenbach, 2004).

엑셀은 학교나 직장에서 학습과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엑셀

을 이용한 다양한 통계 교육 혹은 분석 도구가 개발되고 있다 조신섭 등 은 엑. (1999)

셀의 매크로를 엑셀을 이용하여 구현한 통계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엑셀을,

사용하여 통계자료분석을 소개하는 문헌으로는 송문섭과 조신섭 신봉섭(2002), (1998)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엑셀로 자료분석을 다룬 많은 문헌들이 출판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에서도 엑셀을 이용한 다양한 통계 분석www.unistat.com, www.xlstat.com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의 공통적인 단점은 분석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용자에게 패키지의 작동 단계를 동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학습효과

개선기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엑셀의 통계분석도구는 다른 통계패키지보다 매우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통계학

개론에서 다루는 통계기법들을 실습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특히 최현석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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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윤 최현석과 송규문 최현석 은 매크로 로 프로그램을 작성(2005), (2005), (2006) (Macro)

하여 고급통계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http://home.kmu.ac.kr/ statexe).〜
의 모듈 창에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였다VBA Project .

첫째 문을 사용하여 셀을 지정하여 입력받은 값을 수식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Sub

프로시저를 작성하였다.

둘째 엑셀 자체에서 제공되는 분석기능과 등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연결하, VBA

였다(Jacobson, 2002; Walkenbach, 2004).

셋째 명령단추를 사용하여 단추를 누르면 바로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였다, .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명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명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명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명3.3.3.3.

본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를 이. Add-in software Excel VBA

용하여 개발하였다 엑셀을 구동하면 새로운 메뉴 통계교육 이 생성되어 대화상자를. ( )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그림(< 1> < 3>).〜

그림< 1 초기화면>

그림< 2 통계교육 메뉴> 그림< 3 통계교육 메뉴>

도수분포표를 작성할 때 계급 의 수는 자료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정하여야(class)

한다 마우스를 회전자 를 움직여 계급의 수를 변화시켜 변화 상태를 파악하. (spinner)

여 분포의 형태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림 그림(< 4> < 6>).〜
자료를 입력하면 값이 계산되어지고 계급의 수에 있는 회전자n, min. max (spinner)

를 변화시키면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이 나타난다 적당한 계급의 수를 정하면 그.

자료가 갖고 있는 중심위치와 산포도 그리고 치우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히스토

그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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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급의 수가 일 때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다각형> 3 , ,

그림< 5 계급의 수가 일 때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다각형> 5 , ,

<그림 6 계급의 수가 일 때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다각형> 9 , ,

그림 그림 은 두 변수의 연관성의 측도로 사용되는 공분산과 상관계수< 7> < 11>〜
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확률변수 의 증감에 따른 확률변수 의 증감의 경향에X Y

대한 측도로서 (X- μ X)(Y- μ Y)의 기대값의 성질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공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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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림< 7> 공분산과 상관계수

그림 은 공분산과 상관계수 설명 초기화면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놓았다 회전자를< 8>

움직여서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각 버튼을 클릭하여 부호 값 산점도 회귀직선. , , .

의 변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공분산과 상관계수 설명 초기화면>

그림< 9 확률변수 의 증감에 따른 확률변수 의 증감의 경향에 대한 부호와 산점도>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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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확률변수 의 증감에 따른 확률변수 의 증감의 경향에 대한 값과 산점도> X Y

그림< 11 공분산과 상관계수 설명화면>

그림 와 그림 은 공분산은 와 의 단위에 의존하고 상관계수는 단위에< 12> < 13> X Y ,

무관한 측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데이터가 단위에 따라 변할 때의 공분산. ,

상관계수와 통계량의 변화 및 산점도의 관계 등을 관찰함으로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회전자로 증가시켰을 때 공분산은 값이 변하나 상관계수는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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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원자료를 배 증가했을 때의> 2

공분산과 상관계수
그림< 13 원자료를 배 증가했을 때의> 8

공분산과 상관계수

그림 그림 에서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에 의해 분포의 모양이 결정된< 14> < 16>〜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은 다르나 분산이 같은 경우 평균은 같으나 분산이. ,

다른 경우 그리고 평균과 분산이 모두 다른 경우의 정규분포 밀도함수를 회전자를,

움직여서 비교할 수 있다.

그림< 14>
N(30,7 2), N(40,7 2), N(50,7 2)

그림< 15>
N(30,5 2), N(35,7 2), N(50,10 2)

그림< 16>
N(50,5 2), N(50,7 2), N(50,11 2)

그림 은 정규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분포를 나< 17> t

타내는 것으로 분포의 곡선은 표준정규분포의 곡선과 을 대칭축으로 하여 완전대t x=0

칭이지만 곡선모양이 표준정규분포의 곡선에 비하여 완만하고 두터운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회전자를 변화시켜 자유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포모.

양을 과 비교할 수 있다N(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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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자유도 변화에 따른 분포 곡선과 표준정규분포곡선> t

그림 에서 여러 가지 자유도에 관한 분포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자< 18> t ,

유도가 인 분포의 백분위수인n t (1- )α P [T≥t α(n)]=α를 구할 수 있다.

그림< 18 분포 확률계산> t

그림 는 이항분포에 대하여 중심극한정리를 실험하는 화면이다 표본 크기의< 19> .

옵션단추를 클릭함으로써 표본크기 증가에 따라 표본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

됨을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X n=S n/n의 점근 정규성(asymptotic normality)

에 초점을 맞추어서 n이 클 경우 X n≈N(μ, σ
2/n )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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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중심극한정리>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 전반의 내용을 엑셀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매크로로서 엑셀에

서 바로 구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스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계학습을 할Add-in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으로써 통계학.

수업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첫째 통계이론과 자료 분석의 단계적 과정들을 설명 수식 그래프 등을 통해 보여, , ,

주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였다.

둘째 확률과 중심극한정리에서 통계적 실험을 수없이 많이 반복 시행하는 모의실,

험의 결과를 보여주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통계이론의 가장 중추적인 역.

할을 하는 각종 점근이론 예를 들면 중심극한정리 등 들의 표본크기 변화에 따라 달( )

라지는 모습을 제공하여 내용이해를 돕게 하였다.

세째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여 동적인 엑셀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다 확률분포에서, .

평균과 표준편차 자유도 등의 변화를 회전자 기능으로 제어하여 다양한 분포들의 모,

습을 보여준다.

현실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을 이용하여 흥미 있고 응용성이 뛰어

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수리적인 접근을 배제한 통계학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문제해

결능력향상과 실제 업무적용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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