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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소개와 사례연

구

1. 강의소개

-. 교재소개

-. 강의내용 소개

-. 학습방법 소개

-. 실습 소프트웨어 소개

2. 사례연구: 수영선수의 Life cycle과 기록 

예측

강의를 소개한다.

통계적 분석 사례를 학습한다.

2
참고문헌 읽는 방법, 

데이터 정리하기, 온

라인 설문작성하기

1. 참고문헌 읽는 법

2. 데이터의 정리

3. 온라인 설문 작성하기

참고문헌 읽는 방법을 소개하

고, 데이터셋 종류를 소개한

다.

온라인 설문 작성방법을 학습

한다.

3
통계 소프트웨어 준

비하기 

1. 통계 소프트웨어 설치하기(엑셀과 R)

2. 실험연구 사례: Amy Cuddy 

3. 논문 글쓰기 교재 소개

통계 소프트웨어 설치한다.(엑

셀 데이터 분석과 R)

실험연구의 사례를 학습하고, 

글쓰기 교재를 소개한다.

4
기술통계량, 사례연

구: Foot traffic 시스

템

1. 기술통계량 이해

2. 기술통계량 실습

3. 사례연구: Foot traffic 시스템

기술통계량을 학습한다.

기술통계량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5 상관관계 분석

1. 기술통계량 복습

2. 상관관계 이해

3. 상관계수 실습

4. 사례연구: B사의 직무만족도 분석

상관관계를 학습한다.

상관관계를 실습하고, 이를 활

용한 분석 사례를 소개한다.

6 중심극한정리

1.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복습

2. 중심극한정리 이해

3. 정규분포 그리기 실습

중심극한정리를 학습한다.

정규분포를 학습하고, 엑셀 실

습한다.

7
가설검정 사례: 지구

온난화와 CO2의 불

편한 진실

1.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중심극한정리 복습

2. 가설검정의 사례연구: 지구온난화와 Co2

의 불편한 진실

3. Don Pink의 The Puzzle of Motivation 학

습

지난 학습내용을 복습한다.

가설검정 사례를 소개하고, 가

설검정 동영상에서의 가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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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두집단의 평균비교

1.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중심극

한정리 복습

2. 두 집단의 평균비교 t-test 이

해

3. t-test 실습

지난 시간까지의 학습내용 복습한다.

t-test를 학습하고 실습한다.

9
세집단 이상의 평

균비교

1.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중심극

한정리, t-test 복습

2. 분산분석(ANOVA) 이해

3. 분산분석(ANOVA) 실습

분산분석을 학습한다.

ANOVA를 실습한다.

10
교차상관표/독립성 

검정

1.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중심극

한정리, t-test, ANOVA 복습

2. BORP Article 소개

3. 교차상관표와 Chi-square test 

이해

4. Chi-square test 실습

ANOVA를 이용한 논문작성 사례를 

소개한다.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학습하고 실습

한다.

11 회귀분석

1.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중심극

한정리, t-test, ANOVA, 

Chi-square test 복습

2. 회귀분석 이해

지난 시간 학습내용을 복습한다.

회귀분석 이론을 학습한다.

12 회귀분석 실습
1. 회귀분석 복습

2. 회귀분석 실습

지난 시간 회귀분석 학습내용을 복습

한다.

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하고 실습한다.

13 컨조인트 분석

1. 회귀분석 복습

2. 컨조인트 분석 이해

3. 컨조인트 분석 실습

4. 회귀분석 사례연구: N사의 프

로모션 최적화

컨조인트 분석을 학습한다.

컨조인트 분석을 실습하고,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