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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져 통계학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대학에서의 통

계학 교육은 수리적인 면에 치우쳐 있어 학생들의 관심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이다. 흥미로운 학습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가정하에 통계학습의 흥미 유발과 이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교육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통계교육도구 (PETS)는 엑셀

매크로를 사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과정과 설명들을 함께 나타내어

학습자스스로효율적인통계학습을할수있게만들었다.

주요용어: 비주얼베이직어플리케이션, 엑셀매크로, 양식도구.

1. 서론

통계학분야나 통계학을 많이 이용하는 학문분야에서 사용하는 통계패키지는 기초통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통계패키지는 분석기능에 초점을 두어 결과만 제공되고

있고, 패키지별로차이는있으나사용비용이많이들어학생들이사회진출후에현장에서사용하기가어

려운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엑셀을 이용한 통계교육은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에

게 통계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졸업 후에도 사회업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엑셀에서 주어진 함수만 사용하는 것보다 VBA (visual basic for application)로 프로

그램된고급통계기법들을사용하면기술통계학, 추정과검정, 여러가지분포모양과모의실험등의개념

과원리를더쉽게확인할수있다. 기초통계교육에있어서학습자스스로개념이해와분석능력을단계

적 절차에 따라 습득할 수 있도록 VBA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학습자 스스로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매크로를 사용하여 중간과정, 설명들을 나타내어 학습자 스스로 효율적인 통계학습

을 할 수 있는 통계교육도구 (PETS; Process-oriented education tool for Statistics)를 개발하여 소개

하는 것이다. 2절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며, 3절에서는 통계교육도구의 구성 및 설명, 마지막

으로 4절에서본연구의결론을맺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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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엑셀은 계산, 자료의 관리 및 분석, 차트 작성 등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스프레드시

트 (spreadsheet)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그래픽 기능과 분석도구들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

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엑셀을 이용하여 개발된 통계분석도구가 다른 문헌들에

의해 많이 소개되고 있으나 PETS에서는 간단한 그래프와 함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편의와 이해도 향상

을추구하였다.

엑셀의 분석도구는 제한적이어서 메뉴를 이용한 일반통계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엑셀 매크로 (Ex-

cel Macro)로프로그램을작성하면고급기법들을사용할수있다 (Walkenbach, 2004; Jacobson, 2002;

신성도와 최명복, 1998). 엑셀 기능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양식도구 (forms)와 VBA에 기초한 매크

로를 이용한 통계교육은 통계학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엑셀의

비주얼베이직 매크로를 이용한 다양한 통계교육도구와 분석도구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최현석,

2010; Choi와 Kim, 2008, 2010; Choi, 2006; 이정용, 2008; 조신섭 등, 1998, 1999). 또한 웹사이트

www.unistat.com, www.xlstat.com에서도 엑셀을 이용한 다양한 통계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통계교육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Oh 등 2006; 우덕관과 오창

혁, 2010).

PETS의 특징은 기초통계 교육을 단계적, 시각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고 결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중간과정, 설명등이함께제공되어분석결과만제공되는계산위주의프로그램과는차별성을가

진다. 예를 들어, 모비율의 검정을 기초통계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용 통계소프트웨어

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제작한 엑셀 ADD-IN 프로그램인 KESS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oftware)와 PET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화면을 살펴보면 KESS는 결과만 제공 되고 (그림 2.1), 통

계교육도구를 이용하면 자료입력과 출력이 동일화면상에 나타나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식 계산이

되도록하였다 (그림 2.2).

그림 2.1 KESS 분석결과 그림 2.2 PETS 분석결과

PETS는 엑셀을 기반으로 하여 프로그램 제어와 함수 사용, 설명, 그래프 등을 위하여 양식도구, 매

크로, VBA를사용하여개발하였다. 양식도구는 Dialog Sheet상에서대화상자를사용자가직접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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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서는 명령단추 (Command Button), 옵션단추 (Option Button), 그룹

상자 (Group Box)를 사용하였다. 매크로는 이용자의 작업 처리를 코드로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

코드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명령으로 엑셀매크로의 경우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명령어를 모

아서한번에실행하는것외에비주얼베이직이라는프로그램언어를내장하여단순한명령어나열이아

니라명령어를이용한프로그래밍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VBA Project의모듈창에서다음과같은순서로코드를작성하였다.

첫째, Sub 문을사용하여셀지정후입력받은값을수식으로기록하는프로시저를작성하였다.

둘째, 엑셀자체에서제공되는분석기능과 VBA 등으로작성된프로그램을연결하였다.

셋째, 명령단추를사용하여단추를누르면바로매크로가실행되게하였다.

3. 통계교육도구 (PETS)의 구성 및 설명

PETS는 자료 분석보다는 자료의 정리,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추정과 가설검정, 상관분석 등

통계 교육을 위주로 하여 통계개념의 이해를 돕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계학습의 흥미를 높이고,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결과가 나오기까지 중간과정, 설명 수식, 그림 등을 제공하였다. 엑셀을

실행하면 ADD-IN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메뉴표시줄에 ‘통계교육’이 추가 된다 (그림 3.1,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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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초기화면 그림 3.2 ADD-IN 프로그렘

그림 3.3 메인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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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초기화면 그림 3.2 ADD-IN 프로그렘

그림 3.3 메인 메뉴

그림 3.1 메인메뉴 그림 3.2 메인메뉴 코딩

메뉴화면의 목차를 명령단추를 사용하며 별도로 만들어 동일 화면상에서 전체 메뉴를 볼 수 있게 하

였다 (그림 3.3). 각각의 명령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이동한다. 단일 모집단의 추정과 가설검정

(1)은 그림 2.2와 그림 3.12와 같이 자료가 주어지거나 표본통계량이 주어진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단일모집단의추정과가설검정 (2)는그림 3.11과같이표본통계량이주어진경우에이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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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메인메뉴

일부의기능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3.1. 모평균과 표본평균

그림 3.4와 그림 3.5는 모집단에서 비복원추출로 표본을 추출하는 화면과 코딩내용이다. 메인메뉴에

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단추를 누르면 표본추출 시트로 이동한다. 모평균은 고정되나 표본평균은 표

본추출단추를클릭할때마다비복원추출로새로운표본이추출된다. 동일화면상에서자료입력과결

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크기는 20으로 고정하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으며 표본의 크기는 10이

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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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기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와 그림 3.6은 모집단에서 비복원추출로 
표본을 추출하는 화면과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스핀단추를 누르면 
모집단에서 비복원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과 표본평균을 비교하여 모평균은 고정되
나 표본평균은 표본을 추출할 때 마다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본추출 스핀단추를 
클릭할 때 마다 새로운 표본이 추출된다.

그림 3.5 비복원추출화면 그림 3.6 프로그램

‘표준편차의 변화(평균값 변화)’ 스핀 단추를 누르면 원자료에 상수값을 더하거나 빼거
나, 곱할 때 평균과 표준편차의 성질의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스핀단추로 상수값을 
변화시켜 수치와 그림으로 자료의 변화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의 성질를 이해할 수 있
다(그림 3.7).

그림 3.7 평균과 표준편차 변화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t 분포에서 해당값보다 극단이 될 확률을 구하거나 확률값으
로 분위수를 구할 때에도 자유도를 입력하여 해당 분위수 값만 확인하거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분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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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기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와 그림 3.6은 모집단에서 비복원추출로 
표본을 추출하는 화면과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스핀단추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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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할 때 마다 새로운 표본이 추출된다.

그림 3.5 비복원추출화면 그림 3.6 프로그램

‘표준편차의 변화(평균값 변화)’ 스핀 단추를 누르면 원자료에 상수값을 더하거나 빼거
나, 곱할 때 평균과 표준편차의 성질의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스핀단추로 상수값을 
변화시켜 수치와 그림으로 자료의 변화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의 성질를 이해할 수 있
다(그림 3.7).

그림 3.7 평균과 표준편차 변화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t 분포에서 해당값보다 극단이 될 확률을 구하거나 확률값으
로 분위수를 구할 때에도 자유도를 입력하여 해당 분위수 값만 확인하거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분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림 3.4 비복원추출 화면 그림 3.5 비복원추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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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준편차의 변화 (평균값 변화)

메인메뉴에서 ‘표준편차 변화(평균값 변화)’를 클릭하여 스핀단추를 누르면 자료의 선형변환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의 성질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스핀단추로 상수값을 변화시켜 수치와 그림으로

자료의변화에따른평균과표준편차의성질를이해할수있다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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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할 때 마다 새로운 표본이 추출된다.

그림 3.5 비복원추출화면 그림 3.6 프로그램

‘표준편차의 변화(평균값 변화)’ 스핀 단추를 누르면 원자료에 상수값을 더하거나 빼거
나, 곱할 때 평균과 표준편차의 성질의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스핀단추로 상수값을 
변화시켜 수치와 그림으로 자료의 변화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의 성질를 이해할 수 있
다(그림 3.7).

그림 3.7 평균과 표준편차 변화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t 분포에서 해당값보다 극단이 될 확률을 구하거나 확률값으
로 분위수를 구할 때에도 자유도를 입력하여 해당 분위수 값만 확인하거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분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림 3.6 평균과 표준편차 변화

3.3. 상관계수 설명

메인메뉴에서 ‘상관계수 설명’ 단추를 클릭하면 상관계수가 1과 -1인 경우,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의

산점도를 비교할 수 있으며 설명을 클릭하면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

스핀단추를 클릭하여 값을 변화시키면 산점도와 상관계수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여 상관계수의 의미

를쉽게이해할수있다 (그림 3.7).

그림 3.7 상관계수 설명

3.4. t분포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t분포에서 해당값보다 극단이 될 확률을 구하거나 확률값으로 분위수를 구할

때에도 자유도를 입력하여 해당 분위수 값과 분포에서 의미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분포에 대

한이해를돕도록하였다 (그림 3.8 ∼ 그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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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t분포 확률계산

그림 3.9 (1-α)분위수 계산

그림 3.10 t분포 확률계산

모평균의 가설검정을 할 때 표본의 통계량이 주어진 경우, 혹은 표본 자료가 주어진 경우
에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11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가 주어진 경우 그림 3.12 자료와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가 주어진 경우

그림 3.11 모평균의 가설검정화면

4. 결 론

그림 3.8 t분포 확률계산 그림 3.9 (1-α)분위수 계산 그림 3.10 t분포 확률계산

3.5. 모평균의 가설검정

모평균의 가설검정에서 표본의 통계량이 주어진 경우 (그림 3.11), 혹은 표본 자료가 주어진 경우에도

단계적으로학습할수있게하였다 (그림 3.12).

그림 3.11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가 주어진 경우 그림 3.12 표본자료가 주어진 경우

4. 결 론

통계학습의 흥미를 높이고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

계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입력 후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사용하여 중

간과정, 설명들을 나타내어 학습자 스스로 효율적인 통계학습을 할 수 있는 PETS를 소개하였다. 결과

가 나오기까지 설명, 계산과정 등이 주어지므로 학습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엑셀 프로그램만 있으

면바로실행하여원리와과정을학습할수있는장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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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eds for education on Statistics is growing bigger, but a mathematics-

oriented education makes college students loose interest in Statistics. On the hypothesis

that motivating interest is the key factor for learning, we need to develop an education

tool for Statistics that makes learners to study independently but throughly. By using

Excel Macro, we develop and introduce add-in program, called PETS, which supplies

not only results but also process to get th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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