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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빅데이터 자료에 묻혀 있는 정보를 과학적으로 추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통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계학을 구성하는 정의 정리 증명을 섦, , 

여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수집 정리 요약 분석하믕로 이 대상에 관한 결론

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학습대상 글로벌통상경영학과 학년3

교    재 김태웅 엑셀과 를 활용한 통계R comm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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