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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을 위한 통계교육시스템 개발

이정진1), 이태림2), 김성수3), 이긍희4)

요  약

  본 논문은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통계학을 공부할 수 있

는 통계학 원격교육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이 시스템은 응용을 위주로 하는 

비전공자에게 통계학 교육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고안되었다. 시스템은 원격 교육에 

필요한 교수의 강의 동 상(e-Lecture), 전자책(e-Book), 통계이론에 대한 시뮬레이션

(Simulation) 실험, 통계공부에 도움이 되는 웹 링크(Web links), 복잡한 통계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한 CATS, 배운 내용을 온라인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 모듈과 직

접 데이터를 입력해 통계 자료처리를 실습할 수 있는 통계패키지가 결합되어 있다. 

  주요용어 : Statistics Education System, Internet Education 

1. 개요

    정보화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통계학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통계학 비전공자 또

는 일반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계학 비전공자가 스스로 통계학을 공부하기는 쉽

지 않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통계학을 공부할 수 있는 

통계학 원격교육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이 시스템은 원격 교육에 필요한 교수의 강의 

동 상(dynamic movie), 전자책(e-books), 통계이론에 대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통계공부에 

도움이 되는 웹 링크(Web links), 복잡한 통계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한 CATS(Computer Aided 

Tutor for Statistics), 공부한 내용을 직접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

에도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 통계 자료처리를 실습할 수 있는 통계패키지가 결합되어 응용을 위

주로 하는 비전공자에게 통계학 교육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 다.

2. 통계교육 시스템의 구성

    개발된 통계교육시스템은 한국방송대학의 통계학개론 강의를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

여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JAVA, JAVA script, Flash를 이

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통계교육 보조시스템(CATS) 및 통계패키지(S-Link)는 Visual C++로 이

미 개발되어 있는 모듈을 Component Object Model(COM)을 기반으로 한 Activ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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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ASP)를 이용해서 개발하 다. 통계교육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듈은 독일의 Mittag 교수

에 의해 개발된 모듈을 접목하 다. 

    이 시스템은 크게 <그림 1>과 같이 다섯 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에 들어가

면 화면 자동적으로 ‘e-강의’가 초기화면으로 나타나다. 화면 왼쪽에는 통개학개론 책의 순서와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그림 2> 참조). 배우기 원하는 장과 절을 선택하면 교수의 강의가 시

작된다. 각 장에 따라 화면 하단에 ‘재미있는 통계이야기’버튼이 있는데 이를 선택하면 해당 절

의 내용이 현실에 적용되는 실례를 동 상으로 볼 수 있다. 화면 하단에는 해당되는 절에 따라 

‘자바 통계실험’ 버튼이 있는데 이를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통계이론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

습을 할 수 있다. 이 모듈의 대부분은 독일의 Mittag 교수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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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계학 원격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화면 상단의 ‘전자교재(e-book)' 메뉴를 누르면 <그림 4>와 같이 기존의 통계학 책을 요약

하고  하이퍼링크(hyper link)를 가미한 전자책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온라인으로 세계의 유명

한 통계관련 웹사이트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전자 책이다.

    통계교육용 보조 시스템 CATS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론의 실험(예: 중심극한 정리 등)이 

포함된 통계학 교육용 보조시스템 (Computer Aided Teaching for Statistics)이다(<그림 5>). 

그리고 S-Link 실습이란 책이나 강의를 통하여 배운 이론을 현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실

습할 수 있는 통계패키지 시스템이다. 이 부분은 본 연구자들이 10년간에 걸쳐서 개발한 ISP 

패키지를 접합할 예정이다. 선진국에서도 웹콘텐츠에 통계패키지가 통합된 시스템은 아직 개발

되지 않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

  ‘온라인(on-line) 평가’ 메뉴는 학생이 배운 이론을 과제를 통하여 연습하고 온라인상에서 객

관식 문제를 가지고 직접 테스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제은행 데이터뱅크를 늘이면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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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원하는 수준의 문제를 선택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

    

          <그림 2> 강의 동 상                             <그림 3> 시뮬레이션

  

          <그림 4> 전자책                           <그림 5> CATS/S-Link

  

<그림 6> 온라인 평가시스템과 평가결과의 예



원격교육을 위한 통계교육시스템 개발

- 166 -

3. 토의 

  본 논문에서 소개한 원격교육을 위한 통계시스템은 시범 제작한 프로토타이프(prototype)으로

서 향후 실용화를 위해서는 많은 수정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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