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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시대의기초통계학교육용디지털신경시스템: SmartNote

한경수1,a

a전북대학교통계학과

요약

전통적인강의실의기초통계학수업에서많은학생들이수업에집중하지못하고있다. 수업시간에졸
거나,잡담하거나,휴대폰을만지작거리면서다른생각에잠겨있다. 인터넷이가능한컴퓨터실에서의강의
와실습은인터넷이제공하는콘텐츠와부단히경쟁을해야한다. 이러한문제를조금이나마해결해보려고
시도한방안이교수와학생을하나의유무선네트워크로묶는교육용디지털신경시스템하에서기초통계학

을가르치고학생들이공부하게하자는것이다.

주요용어: 통계학교육,전통적인강의실,디지털신경시스템.

1. 머리말

1.1. 전통적인강의실에서의일반통계학강의

2008년 1학기부터전북대학교의교양과정이전면개편되면서부터상과대학경영학과 1학년학생
240여명의교양필수인일반통계학과목을통계학과가모두담당하게되었다. 60명이한분반인경영
학과학생들의전공을고려하여교재는경영, 경제분야의전공학생들을위하여집필된 Anderson 등
(2007)을사용하였다. 이교재는특히수학의이해가깊지않은학생들을고려하여사칙연산만할줄
알면내용을이해할수있을정도로쉽게제작되었다고할수있다. 강의실은교수용컴퓨터와마이크,
프로젝터가설치되어있어서수업방식은칠판에판서를하거나교재에서제공된파워포인트슬라이드

를주로이용하였다.
그림 1은전통적인강의실에서의일반통계학수업풍경을시각적으로표현한것이다. 80명까지들

어가는강의실에서많은학생들이앞자리는비워둔채뒷자리부터앉는다. 뒤에앉은학생들을앞자리
부터앉게하지만다음시간이되면또다시뒷자리부터앉는다. 종강까지는한달밖에남지않은수
업에서 5–6명의학생은항상졸고있다. 15명정도의학생만이수업에집중하고있다는느낌이들고,
나머지학생들은수업과관계없는잡담을나누거나휴대폰을만지작거리면서수업과무관한다른것에

몰두해있다.
학생들이제일신경을쓰는것은출석점검과학점뿐이다. 수업시간에강의내용에대하여질문을

하면대답하려고생각조차하지않는다. 한학생씩번갈아가면서질문을하더라도대부분돌아오는대
답은 ‘모르겠습니다’뿐이다. 대답을잘했을때성적에어떤이익이없어서그런것인가생각되어올
바른대답에 1점을주겠다고해보아도효과가없기는마찬가지다. 3개의다른분반을담당한선생들에
게강의실풍경을물어보니이와별반다르지않다는것이다.
그림 1에서보는것처럼전통적인강의실환경에서교수와학생, 또는학생과학생사이의의사소

통은시각과청각을통하여일시적으로존재하다가사라진다. 교수가교재의내용을설명한후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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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통적인강의실에서의일반통계학수업풍경

학생에게얼마큼이해했는지물어볼수는있으나전체학생중에몇퍼센트가이해했는지를파악하기

는어렵다. 중요한내용을칠판에쓰더라도학생이노트나교재에무엇을기록했는지돌아다니면서일
일이확인해보기전에는알수없다.
지난 20년의경험은모든학생들에게똑같은과제물을내줄경우에다른학생의것을베끼지않고

자신의힘으로스스로문제를해결하는비율은대략 10–20%정도밖에되지않는다는것이다. Moore
(1997)는 모토로라를 방문했을 때 회사 관계자로부터 “우리의 모든 작업은 팀 단위로 협동하여 이루
어진다. 그런데왜대학은학생들이혼자공부하게하고개인끼리경쟁하는방법만을고집하고있는
가?”를들은경험을인용하면서통계학을공부하는학생들이서로협동하여문제를해결하고의견을
나누고리포트를같이작성하는것을권장하였다. 3명이하의팀을자율적으로구성하게하고팀단위
로리포트를블로그에제출하게하였다. 채점에드는시간은 3분의 1로줄었고, 무임승차를방지하기
위하여매번팀구성을다르게운영하였다. 대략 40–50%정도의학생들이스스로과제를해결하려는
경향을보였고매주내주는과제에대하여큰불만은없는것으로보였다.

Mills (2004)는 통계학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통
계학 공포증(statistics anxiety)이 학습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경영학
(Zanakis와 Valenzi, 1997),심리학 (Lalonde와 Gardner, 1993),교육학 (Onwuegbuzie등, 2000)등을포
함한많은학문분야의통계학교육에서보고되고있다. 통계학을좀더재미있게접근하기위하여몇
시간에걸친강의준비로,직접해보는실험(hands-on activity),시뮬레이션등을통하여수업의집중도
를높여보았지만효과는그때잠시수업뿐이었다.
전통적인강의실에서선생혼자서는모든학생에게일정한시간내에같은내용을획일적인방식으

로가르치는것이보편적이다. 이러한수업에서 Guskey (2007)는학생들의학습성취도는개인적상
황이나학습습관의차이에따라그림 2와같이 A에서 F까지달라질수밖에없다고주장한다. 처음부
터통계학은어렵다는인식을갖고있던학생들이전통적인방식의통계학수업에서그림 1과같은반
응을보이는것은어쩌면극히자연스러운현상일지도모른다.

1.2. 컴퓨터실습실에서의일반통계학강의

칠판에판서를하면서이론적인설명이주를이루던전통적인강의실은교수용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등을갖추면서시청각자료를사용하기가전보다훨씬수월해졌다. 과거보다실제자료를가지
고통계패키지를이용하여분석할수있는능력이더욱중요해짐에따라실습이나아니면수업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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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통적인강의실에서의학습성취도분포

그림 3: 컴퓨터실습실에서의일반통계학수업풍경

컴퓨터실습실에서이루어지고있다.
그림 3은컴퓨터실습실에서의일반통계학강의풍경을스케치한것이다. 사전에교수는워드프로

세서, 파워포인트등으로강의노트를만든후에수업시간에칠판대신대형스크린에투사된강의노
트를설명한다. 학생은교재나사전에인터넷으로배포된강의노트의인쇄물에메모를하거나노트북
등을이용하여강의노트파일에설명을입력할수있다. 통계패키지를이용한자료분석방법에대한
강의는교수가먼저시연하면학생은따라서해보는방식이다. 학생이강의내용을얼마큼이해했는지
를파악하려면질문을해야하고실습을얼마나잘하고있는지확인하려면학생개개인의컴퓨터화면

을일일이돌아다녀볼수밖에없다.
학습의욕으로가득찬학생들만컴퓨터실습실에서수업을받고있다면별문제가없는훌륭한수

업방식이지만그렇지않은학생들이많다는것이현실적인문제를야기한다. 교수가강의할때몇몇
학생은수업과무관한인터넷검색을하고있거나게임이나채팅을한다. 어쩔수없이설명할때는컴
퓨터화면의전원을모두끄라고지시할수밖에없다. 전통적인강의실로복귀하는순간이다.
사람몸속의신경계는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맡고, 만지는 5개의감각을통하여주변의모든정

보를끊임없이얻고있다. 현재중요하지않다고판단한정보는모두무시한후에남은정보만을가지
고개인적상황에맞는최적의의사결정을찾아서행동에옮긴다. 일반적으로학습의욕이떨어진학
생들은강의내용을재미없고지루하다고느끼고휴대폰,인터넷,잡담등을통하여좀더재미있는그
무엇을찾거나아니면공상에젖어서수업이빨리끝나기만을바라고있다.
교수와학생,교재가인간의신경계처럼유기적으로연결되어야시너지효과가발휘되어교육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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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극대화될수있는데현재의강의실은이들모두가단절되어소통이어렵다. 전통적인강의실이나
컴퓨터실습실의일반통계학수업에서어렵게느껴왔던문제점들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 통계학을처음배우는비전공자대부분은통계학이매우어렵다고생각한다.

• 질문에대한대답을거의기대하기어렵다.

• 학생들이수업내용을얼마큼이해했는지실시간으로파악하기가쉽지않다.

• 수업시간에이루어진학습활동을즉시평가한후피드백을주고성적에반영하기가쉽지않다.

• 교수와학생개개인의상호작용은대화이외에는거의불가능하다.

• 과제물베끼는것을막을방법이거의없다.

• 팀단위로과제물을제출할경우에도무임승차를원천적으로막기는어렵다.

• 과제물제출후평가시간이오래걸리기때문에잘못푼문제에대한즉시적인피드백을주는것은

거의불가능하다.

• 수업시간이외에학습을얼마나지속적으로하고있는지확인할방법이없다.

• 수업내용과무관한목적으로휴대폰과인터넷을사용하는것을통제하기어렵다.

• 교재없이이동중이거나일상생활에서는학습을지속시키기가어렵다.

일반통계학을전통적인강의실이나컴퓨터실에서수업할때일어날수있는몇몇단점을보완하기

위한교육용디지털신경시스템을 2절에서제안하였다. 또한제안된시스템에서운용가능한교수-학
습용디지털콘텐츠가실제학습에서어떤효과가있는지도콘텐츠별로간략히설명하였다. 3절에서
는결론과향후연구과제를제시하였다.

2. 디지털신경시스템하에서의일반통계학강의

1998년빌게이츠는기업정상들이모인한기조연설에서인간몸속에내재된신경계가기업에서
도필요함을역설하였다. 네트워크로연결된 PC가바로기업이필요로하는디지털신경시스템(digital
nervous system)이라는것이다. 교수-학습의어려움이교수와학생그리고교재의유기체적인연결고
리의부족에서일부기인한것이라면교육용목적으로디지털신경시스템을개발하여통계학교육에

도입한다면교육의효과를어느정도향상시킬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2011년 1학기에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1학년에 개설된 일반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 46명과 경기

대학교의응용통계학과 1학년에개설된통계학개론 2분반을수강하는학생 130여명을대상으로교육
용디지털신경시스템의효과를 Mun (2011)이개발한 SmartNote 시스템에서실험하고있다. 교재는
Mann (2010)을사용하였고강의노트는 JAVA언어로개발하였다.
그림 4는교육용디지털신경시스템인 SmartNote에서교수와학생, 그리고교재가모두유무선네

트워크로연결되어있음을표현한것이다. SmartNote는웹으로개발되었기때문에스마트폰이나태블
릿PC로도접근이가능하다. 학생은 24시간언제나 SmartNote에접속하여개인별로다르게주어진예
습,복습,숙제를할수있고팀단위프로젝트를협동하여수행할수있다. 빈칸에용어를입력하는본
문요약이나단답형연습문제, 온라인퀴즈는모두실시간으로자동채점되어서버의데이터베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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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육용디지털신경시스템 SmartNote의설계개념

그림 5: 학생용학습노트

기록된다. 학생의주요학습활동은자동으로통계처리되어교수는수업중이거나수업이끝난후에
도언제나확인할수있다. 강의가시작되기 10분전부터학생들은스마트폰이나컴퓨터로온라인출
석을할수있다. 출석점검이끝나면교수는프로젝트를통하여스크린에투사된파워포인트와비슷
한형태의웹페이지로만든강의노트로수업을진행한다. 학생은자신의컴퓨터에서개인별로부과된
학습활동을한다.

그림 5에서학생용노트는교수용강의노트와내용은같지만학생이입력해야할항목은빈칸으
로남아있음을나타낸것이다. 개인별데이터로만들어진예제는풀이과정은같지만정답은서로달
라서스스로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정답을맞힐수가없다. 답을입력하면자동으로정답인지를확
인하여정답이면입력이되지만오답은입력되지않기때문이다.

그림 6은선다형퀴즈로 1시간에 1–2번강의내용을얼마나이해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함이며
평가결과는성적에반영된다. 실시하기전까지는공개하지않은온라인퀴즈는학생별로문제의순서
와선택문항의순서가다르다. 옆자리에앉은친구들과상의하거나협력해서문제를푸는것을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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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다형온라인퀴즈

그림 7: 선다형온라인퀴즈결과

권장한다. 평가가중요한것이아니고모르는것을친구의도움으로해결해나가는학습경험이중요
하기때문이다. 성적에매우민감한학생들은수업시간에배운내용을즉시온라인으로평가하고성
적에반영하므로수업시간에자리를비우거나수업과무관한인터넷검색등을전혀하지않는다.

그림 7은퀴즈가종료된순간에동적으로만들어진평가결과를표와그래프로표시한것이다. 수
업시간중에질문에대한학생들의대답이없어도전혀걱정할필요가없다. 정답률이낮은문제에대
해서는피드백을즉시줄수있기때문이다. 실제수업에출석하지않고원격으로출석만한경우에퀴
즈를풀수없으므로점수는 0점이된다. 전통적인강의실에서는수업시간에다룬내용을학생들이얼
마큼이해했는가를파악하기위하여수업종료직전에인쇄물로된간단한퀴즈를 5분정도실시해야
한다. 피드백은그다음수업이이루어지기전에는주기어렵다. 형성평가가목적이아닌잦은퀴즈는
선생과학생모두에게부담만될뿐더러효과가얼마나있는지도의심스럽다.

Retkute (2009)는 수학과 통계학 분야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이 소극적으로
듣고만있는학습태도를적극적으로학습에참여하게만드는전자투표시스템(Electronic Voting Sys-
tem)에대한여러문헌연구결과들을정리하여보고하였다. 수업전에교수는선다형질문들을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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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글로요약된강의내용을영어로쓰는과제

그림 9: 개인화된연습문제

포인트로만든강의노트안에미리준비해둔다. 수업중에교수가내준선다형질문에대한답을학생
들은클리커(Clicker)라불리는무선으로신호를보내는전자장치를이용하여입력한다. 입력된자료
는즉시통계처리되어대형스크린에막대그래프가그려진다. 교수는즉시피드백을주고평가결과
는성적에반영된다. Lass 등 (2007)은기초통계학강의에서전자투표시스템의결과를성적에 5% 반
영했을때의성공사례를보고하고있다. SmartNote에서사용하는온라인퀴즈는웹페이지로제작되
었기때문에스마트폰으로도답을입력할수있고선다형이아닌단답형도가능하므로전자투표시스템

보다진일보한것이라할수있다.
그림 8은교재의주요내용을한글로번역하여요약한것을영어로쓰는과제물로영어실력이부

족한학생들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다. 각단원중에서중요한내용을한글로만요약하고번역하여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거의 영문 교재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학생들이
SmartNote에서제일만족해하는콘텐츠중의하나다.
그림 9는숙제로내주는연습문제도개인별로만들어져있음을나타낸다. 연습문제의풀이과정

은모두똑같지만데이터가서로다르므로스스로문제를풀기전에는정답을입력할수없으므로다른

학생의과제를표절하는행위를원천적으로봉쇄할수있다. 풀이과정에서 TEX 스타일의수식을입
력할수있으며입력한즉시자동채점이가능하므로교수나담당조교의채점수고를덜어준다. 풀이
과정을영어로기술할경우에는정답확인이쉽지않으므로정답인영어문장의단어들순서를랜덤으

로배치하여골라서쓰게하였다. 웹접근이가능한스마트폰이나태블릿PC로도언제나숙제가가능
하기때문에교과서가없거나이동중에도숙제를할수있다. Dryver (2009)는자바스크립트코드를
PDF문서에내장하여개인화된랜덤문제를학생이풀면즉시정답을확인할수있게하였지만네트워
크와연결된데이터베이스에입력한답이나풀이과정을저장할수없기때문에개인별학습상황을파

악할방법이없다는단점이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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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완전학습에서의학습성취도분포

3. 결론

모든강의실에서교육자가추구해야할목표중의하나가 Bloom (1968)이제안한완전학습(Mas-
tery Learning)일것이다. 현실에서완전학습에가장가까운형태가선생과학생일대일로이루어지는
교육이며, Bloom은교실수업을어떻게설계해야일대일교육과같은학습효과를발휘할수있을까를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전통적인강의실에서의학습성취도분포는그림 2와같고그림 10에서점선
으로다시표현하였다. Bloom (1976)의연구결과는학생마다개인차가크므로학생별로교수방법을
달리해야학습성취도를그림 10의실선과같이향상시킬수있다는것이다. 교육용디지털신경시스
템으로개발된 SmartNote가완전학습실현에일조할수있지않을까기대한다.

Moore (1997)는기초통계학교육에서무엇을어떻게가르쳐야하는가에대하여가장큰영향을주
는것들중에하나가기술이라고지적한다. 주목할만한통계교육의혁신은콘텐츠(contents),교수방
법(pedagogy),기술(technology)등이서로연결되어강한시너지효과를발휘할때가능하다고주장한
다. 또한이러한목적을달성하려면통계교육자들은교수-학습에관한연구결과물과교육적기술의
흐름을잘파악하고있어야한다고강조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모든통계교육자들이 Moore의지적
을받아들이기엔시간과노력이너무많이필요하다. 따라서통계교육현장에서효과가입증된통합
적인교수-학습시스템을제공하는것도문제해결의한방법일수있을것이다.

출판사는교재를출간하면서강의용파워포인트파일, 연습문제해답, 문제은행등을제공하기도
한다. 같은교재를사용하더라도교수마다강의스타일이서로달라강의노트를스스로만들어서강
의하는것이보통이다. 현재경기대학교에서의통계학개론강의는 SmartNote에서이용가능한 Mann
(2010)을사용하기때문에강의노트, 온라인퀴즈, 개인별과제물등을별도로다시만들필요가없다.
물론교재는같지만또다른형식의강의노트를만들어공급할수도있다. 여러형식의강의노트중에
서몇개를골라서사용할수있는기능은현재개발중이다.

교양수학과같은다른과목도 SmartNote같이만들면좋겠다는학생들의건의는본연구의앞날에
매우희망적이다. 교육용디지털신경시스템으로개발된 SmartNote의실제학습효과가얼마나있는
지에관한실증연구와현재국내외일부대학에서학습관리시스템으로많이사용하고있는 Moodle이
나 Blackboard와의비교연구는다음으로미룬다. 현재일반통계학교재로 Mann (2010)을사용하는
교수는본연구자에게 SmartNote를사용하고싶다는연락만하면무료로이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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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students in introductory statistics courses do not engage in learning under traditional classroom set-

tings. A statistics instructor is often irritated by student behaviors such as sleeping, talking out of place, and
acting bored or apathetic during lectures. The lecture and exercises in the computer laboratory should constantly
compete with materials via the Internet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student. To address problems in statistics
education, we propose a digital nervous system in which a teacher and student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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