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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목표

* 통계 관련 기초상식을 가지고있고 초급 수준의 활용은 하고 있으나, 학위논문, 저널논문, 연구개발현장 보고서 등실전 활용 수준(중
급)으로쉽게 도달하도록돕기 위한 강좌이다.
- 이공계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과 학술 연구 논문작성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적인 통계분석 도구"로서 전세계통계분석 도구의 표
준으로 이미 자리매김한 R을활용하여
통계분석의 이해를 확장시킴과동시에 기술적 능력도 동시에 배양하기 위한 이공계 공통 핵심 강좌이다.
- 본 과정은 <엑셀활용 통계분석기법>과 함께 혹은이후에 수강하는 경우 상호이해를 통한시너지 효과를극대화 시킬수 있다.

1. 기초 통계에대한 이해를바탕으로 현장학술논문 및연구개발에서가장 중요하고빈번하게 조우하는 통계분석주제들에 대한실전 문
제해결 역량을갖출 수 있다.
2. 통계분석에특화된 공개 소프트웨어 R과 R Studio를 사용하여 R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코딩오류를 해결하고, 정확한결과를 도출할
수있는 테크니컬 숙련도를 배양할 출 수있다.
3. 도출한 분석결과 콘텐츠에대한 통계적의미를 통계이론에 부합하도록 바르게 해석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출수 있다.

개설이력:
- 2017년 2학기부터 신규 과목으로 개설하여매우 도움이된다는 피드백을받아 매학기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2학기부터는 보다
내실있는 최신교재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 빅데이터과학, 기초과학, 식품생명공학, 원자력 및방사선 안전, 의학물리학, 측정과학, 과학기술경영정책, 선박해양공학 등 다양한전
공분야 학생들이수강한 바 있다.

2. 교재 및 참고 문헌

교재: 강현철 외 4인, <예제로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입문>, 자유아카데미, 2017.
실습용 자료: R Studio 소프트웨어, 데이터 파일, R 스크립트, 담당교수의 상세 코멘트자료 (강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예정)
(개인 휴대용 컴퓨터 지참 필수)

3. 수업 운영 방식

기초 원리 PPT 강의(1.5시간)와 학생들 각자가 참여하는 실습 문제풀이 및 실시간 질의응답(1.5시간)을 병행한다.
개별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깊은 이해를 위해 핵심 강의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달한후, 실습위주로 예제 문제를 코딩하는방법을 보여주
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해석하는 방법을 실시간 전수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실습을 통해 각자 코딩과 질의응답을 통해다양한 문제에대한 정확한솔루션을 얻어가는 과정을 따라 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하게된다.

4. 과제물

각주제별 평가용 연습문제
- 문제에특성에 적합한 R 스크립트작성
- R 스크립트 실행과오류 해결을통한 바른 결과도출
- 분석결과 콘텐츠에 대한 바른 통계적의미 해석및 결론 도출

5. 성적 평가 방법

출석 20% + 학습태도(참여열의, 피드백 등) 10% + 과제물 30% + 평가시험 40% = 총 100%,
60%이상이면 S

강좌번호 310022021601 과목번호 20216 과목명
논문용 통계분석 R 활용

기법

강의교수교번 22630 강의교수성명 강남구 이수구분 일반강좌

강 의실 203호 강의실 강의시간 월13:00~16:00(203
호 강의실<UST본부>) 학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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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내용

1주 오리엔텐이션 및 강의 홈페이지 소개

2주 R-Studio 사용법 기초

3주 R 데이터의 요약 및 표현 1: 데이터의 형태 및 기술통계량

4주 R 데이터의 요약 및 표현 2: 표와 그림

5주 R 확률변수와 분포함수 1: 기대값과 분산

6주 R 확률변수와 분포함수 2: 이산형 및 연속형 분포함수

7주 R 통계적 추정과 검정: 신뢰구간, 가설검정, 단일모집단

8주 R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 두 모평균, 두 모비율

9주 R 상관분석: 상관계수의 추정과 검정, 편상관계수

10주 R 질적변수들의 연관성: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과 연관성의 측도

11주 R 회귀분석 1: 단순 선형 회귀분석

12주 R 회귀분석 2: 다중 선형 회귀분석

13주 R 회귀분석 3: 비선형 회귀분석

14주 R 분산분석 1: 일원분류 분산분석

15주 R 분산분석 2: 이원분류 분산분석과 공분산분석

16주 종합평가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