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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nd introduces the program for letting learners 
study statistics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way by using Excel tools 
such as VBA and Macro, when they study statistical inference at two 
populations. This study helps learners understand the steps on statistical 
inference at two populations by utilizing the systematic and visu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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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러 분야에서 두 모집단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해야 할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 즉 두 모집단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 두 모집단을 비교연

구하기를 원한다. 두 모수의 통계적 추론은 두 모집단의 평균, 분산, 비율 등을 비교

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자 할 때 이용되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두 모집단의 추론 부분에서 대규모의 자료를 분

석하기 위한 것이지 통계전공자가 아닌 학습자들이 사용하기에는 학습용이나 교육용

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 SAS나 SPSS등의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

이 통계학의 기본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엑셀을 사용하여 통계자료

분석을 다룬 문헌들이 대량 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엑셀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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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교재들은 통계분석을 위한 엑셀 명령어를 습득하여 단순히 엑셀프로그램을 활

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엑셀의 분석도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엑셀을 이용한 일반통계분석에는 한계가 있

으나 엑셀 이용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양식도구와 Visual Basic Application(VBA)에 

기초한 매크로를 이용한 통계교육은 통계학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초통계교육에 엑셀을 이용한 예는 송문섭과 조신섭(1999)등은 엑셀을 이용하여 

구현한 통계교육용 도구(KESS)를 개발하 고, 최현석은 한 모집단에서 통계적 추론

에 관한 프로그램(2004a), 가설에 대한 설명,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에 대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2004b). 엑셀 Add-in 프로그램인 KESS와 XLSTAT도 데이터

분석 및 통계솔루션의 일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nistat.com에서도 엑셀을 이용한 다양한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

교나 직장에서 자신의 학습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엑셀을 이용한 교육이 보편화되

고 있다.   

엑셀의 도구인 VBA, 매크로와 양식도구를 이용하여 두 모집단의 통계적 추론에 관

한 과정을 단계적, 시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개하고자한다.

2. 프로그램 개발

엑셀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업무용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프로그램이다. 

자료를 기록, 계산, 통계처리 하는데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 그래프, 자동계산 기능, 문서작성 기능, 차트작성 기능, 작업 자동화 기능을 프

로그램으로 계산업무 전반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장함수(Built-in function)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

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을 위한 내장함수가 제공되지 않거나 

여러 함수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매크로 또는 VBA는 엑셀에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프로그래밍언어이다. 

매크로는 이용자의 작업 처리를 코드로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 코드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명령으로 엑셀매크로는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명령어를 모아

서 한 번에 실행하는 것 외에 비주얼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언어를 내장하여 단순한 

명령어 나열이 아니라 명령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그림 1> 엑셀 매크로와 비주얼베이직의 프로시저 

   매크로

비주얼베이직  엑셀

  프로시저
       엑셀의           

      프로그래밍

        처리

 

양식도구는 Dialog Sheet에서 대화상자를 사용자가 직접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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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프로그램에서는 명령단추(CommandButton), 확인란(CheckBox), 옵션단추

(OptionButton), 그룹상자(GroupBox)를 사용하 다.

VBA Project의 모듈 창에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 다.

① Sub 문을 사용하여 일반프로시저로 작성하 다.

② 셀을 지정하여 입력받은 값을 수식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 다.

③ 엑셀 자체에서 제공되는 분석기능과 VBA 등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연결하 다.

④ 설명, 수식, 그래프 등은 Rectangle, Object, Group, Chartobjects 등으로 작성하여 

ActiveSheet를 사용하여 활성화하 다.

⑤ 명령단추를 사용하여 단추를 누르면 바로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 다. 

3. KESS, XLSTAT와 비교
   

엑셀 Add-in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KESS와 XLSTAT 프로그램이다.  

KESS(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oftware)는 기초통계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사

용하기 위한 교육용 통계소프트웨어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제작한 엑셀 Add-in 

프로그램이다. 엑셀을 구동 하면 새로운 메뉴(Kess)가 생성되어 대화상자를 활성화 

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XLSTAT는 Thierry Fahmy(http://www.xlstat.com)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기반으로 해서 운 되며 데이터분석 및 통계솔루션의 일종으

로 엑셀 Add-in 프로그램이다. 엑셀을 구동 하면 새로운 메뉴와 툴바(Toolbar)가 생

겨 메뉴나 툴바를 클릭하여 데이터분석기법에 대응하는 대화상자를 활성화 시켜 자료

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는 KESS로 두 집단 자료에 대하여 분석한 독립표본에 대한 두 모집단의 

추론 결과이다. 자료입력창과 결과창이 다르고 기초적인 통계량과 결과만 주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결과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림 2>KES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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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XLSTAT로 독립표본에 대한 두 모평균의 차에 대한 검정결과이다. 자

료입력과 결과가 한 화면상에 나타나지만,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나타나며 결과도 값

만 제공하므로 통계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곤란할 수도 있

다.

<그림 3> XLSTAT 분석결과

<그림 4>∼<그림 6>은 KESS와 XLSTAT에서 분석한 자료를 본 프로그램으로 분

석한 내용이다. <그림 4>는 모분산 σ 21과 σ
2
2
이 알려져 있지 않은( σ 21= σ

2
2= σ

2) 두 정

규모집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옵션단추로 분포에 맞는 모집단, 대립가설, 유의

수준을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명령단추를 클릭할때마다 해당하는 통계량, 수식, 그림

이 동시에 나타나 이론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5>는 두 모분산의 비에 대한 검정결과이다. KESS로 분석한 결과는 F값과 p

값의 결론만 주어졌지만 본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는 자료입력과 결론이 동일화면

상에 나타나고 단계적 절차에 의한 자료처리를 수식, 그림과 함께 제공하여 분석과정

을 이해하도록 하 다. <그림 6>은 두 모평균의 차에 대한 신뢰구간을 본 프로그램

으로 분석한 결과화면이다. KESS는 하나의 신뢰구간에 대한 결과만 제공하지만 본 

프로그램은 해당 신뢰구간의 확인란을 클릭하면 90%, 95%, 99%에 대한 신뢰구간이 

수식, 그림, 결과가 함께 나타나 통계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비전공자들도 신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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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분석과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엑셀 Add-in 프로그램인 KESS와 XLSTAT 이외의 다른 통계패키지들은 통계학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분석을 제공하여 대규모의 자료분석에 대한 결과만 제공할 뿐이

지만, 본 프로그램은 두 집단 비교를 할 때 다른 통계패키지에는 없는 단계적 절차, 

수식, 그림 등을 함께 제공하여 통계적 추론에 대한 기본원리와 분석과정을 터득하게 

하는 학습용 또는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그림 4> 두 모평균들의 차에 대한 검정결과

<그림 5> 두 모분산들의 비에 대한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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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두 모평균 차에 대한 신뢰구간 분석결과

4.  프로그램의 특징과 구성

본 프로그램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결과만 제공하는 다른 패키지와는 달리  

통계적 추론에 관한 과정을 단계적이고 시각적인 기법을 잘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이

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추정과 가설검정에 대하여 <표 1>의 경우에 분석할 수 있다.

<표 1> 분석범위 

통계적 추론    조건

 두 모평균들의 차  μ 1-μ 2  

①모분산 σ 21과 σ
2
2
이 알려져 있는 두 정규모집단

②모분산 σ
2
1
과 σ

2
2
이 알려져 있지  않은( σ

2
1= σ

2
2= σ

2) 두 정규모

집단

③모분산 σ 21과 σ
2
2
이 알려져 있지  않은( σ 21≠σ

2
2
) 두 정규모집단

 짝지워진 표본을 이용한 모평균 

         μ D=μ 1-μ 2  
 모분산 σ 2D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정규모집단

 두 모분산들의 비  σ
2
1/ σ

2
2

 두 정규모집단 

 두 모비율들의 차  p 1-p 2  표본크기 n 1과 n 2이 충분히 큰 경우

본 프로그램의 초기화면은<그림 7>과 같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초기화면이 나타

난다. 분석하고자 하는 단원의 단추를 누르면 해당단원으로 넘어가고, 각 단원에서 초

기화면 단추를 누르면 아래의 초기화면이 나타나 자료를 입력하거나 표본크기(n), 표

본평균( X), 표본분산( S
2)등의 통계량이 주어진 경우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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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초기화면 

초기화면에서 두 모평균의 차의 추정을 클릭하면 <그림 8>이 나타나서 자료입력 

후 옵션단추의 선택과 확인란의 클릭만으로 독립인 두 확률표본들의 차에 구간추정을 

실행할 수 있다. 자료를 입력하여 실행한 결과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단추를 누

르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학습자가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직접 실행하는 학습이 

되어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림 8> 두 모평균들의 차에 대한 추정의 초기화면

<그림 9>는 두 정규모집단을 대상으로 두 모분산들의 비에 대한 검정의 초기화면

이고 자료를 입력하여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그림 5>이다. 가설의 

설정부분에서는 대립가설부분을 옵션단추로 처리하여 좌측, 양측, 우측 중 하나를 택

하면 분포형태와 함께 주어진다. 유의수준, 검정통계량, 기각역, p값, 결론 단추를 클

릭하여 단계적으로 결론에 이르므로 쉽게 개념을 습득하고 분석과정을 이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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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두 모분산들의 비에 대한 검정의 초기화면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학습 또는 교육용 프로그램이므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분석화면과 출력화면이 동일화면상에 나타나고, 분석과정을 자

료입력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단추를 누르면 한 단계식 계산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 다.

①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엑셀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특  

   수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으며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② 추정과 가설검정을 위주로 하 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두 모집단의 특  

   성을 분석하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③ 동일 화면상에서 자료입력과 결과가 나타나고, 수식, 그림과 함께 단계적으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통계분석의 기본원리와 분석과정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  

   다. 

④ GUI(Graphic User Interface)환경으로 단추를 누름으로서 진행이 되므로 직접 실  

    행하는 학습이  되도록 하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엑셀매크로를 사용하여 두 집단에서의 통계적 추론을 학습할 때 스

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계학습을 할 수 있는 엑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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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 및 방법을 소개하 다. 다른 통계패키지로도 분석이 가능하나 대부분 모든 

통계학 단원에 대하여 대규모의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을 제공하는데 반해, 본 프로그

램은 두 모집단의 추론에 대한 단계적 절차에 의한 자료처리를 수식, 그림과 함께 제

공하여 엑셀 프로그램만 있으면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결과가 나오는 과정

을 GUI(Graphic User Interface)환경으로 버튼을 누름으로써 진행이 되는 능동적으로 

직접 실행하는 학습이 되도록 하 다. 본 프로그램은 http://home.kmu.ac.kr/~statexe

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엑셀 매크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고급

통계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계적 추론을 비롯한 여러 단원에서도 분석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누구라도 쉽게 통계분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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