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계학과 교수와 함께하는
통계연구소 특별강좌
<R을 이용한 데이터 애널리틱스>
1) 강좌 구성
2월 17일(월)
2월 18일(화)
2월 19일(수)
2월 20일(목)

서울대
통계학과

2월 21일(금)

정성규 교수님

R tidyverse 패키지를 사용한 데이터 가공

장원철 교수님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오희석 교수님

예측 방법론(Statistical Prediction)

이재용 교수님

분류, 군집(Classification, Clustering)

김용대 교수님

추천알고리즘(Recommendation System)

2) 강의 시간표 : 2020년 2월 17일(월) ∼ 2월 21일(금)
구분
강의
실습

시간
09:30~12:30
13:30∼15:30

강의실
26동 102호
26동 102호

3) 수강신청
- 신청기간 : ~ 2020년 2월 7일(금) 오후5시
-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한 강좌의 수강료를 아래 계좌에 납부합니다.
301-0136-6069-91 농협 서울대기초과학연구원
- 카드 결제는 2월7일까지, 직접 통계연구소(129동 108호)로 방문하셔서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카드 결제 불가).
- (해당하는 경우만) 필요한 서류(재학증명서 등)를 sri@stats.snu.ac.kr로 보냅니다.
4) 수강료 (교재비 및 부가세 10%포함)
- 학생 465,000원 / 교직원 905,000원 / 일반 1,345,000원
5) 교재 및 실습 자료
- 2월17일(월)부터 통계연구소(129동108호)에서 수령 가능.
- 실습 자료: 통계연구소 홈페이지 (http://stat.snu.ac.kr/sri/) 회원가입 후 “공개강좌” / “강좌
자료실” 게시판에 업로드 된 자료 참고(강좌 시작 후 업로드 예정)
6) 출석체크 : 매일 강의시작 이전에 출석부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출석체크를
못하신 분들은 강의가 끝난 후에 꼭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해당일이 아닌 날의 출석에 대
해서는 절대 변경 안 되니 반드시 당일 출석은 당일 체크 부탁드립니다.
7) 강의설문지 작성 및 수료증 수여 : 강의기간 동안 모두 출석한 경우 수료증을 드립니다.
강의 종료 후 조교에게 미리 나눠드린 강의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은 메일로 수료
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8) 주차권 : 통계연구소(129동 108호)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4시간 2,000원 / 8시간 3,000원 / 12시간 4,000원
9) 세금계산서 발급 : 기관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sri@stats.snu.ac.kr로 제출해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10) 수강 취소 : 수강취소는 sri@stats.snu.ac.kr로 소속,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수강취소
과목, 환불계좌번호(은행명)을 적어서 신청합니다.
취소일자
등록일 – 1월30일
1월31일 – 2월13일
2월14일 이후

환불액
100%환불
50%환불
0%

11) 기타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기타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연구소(129동
108호, 880-5718)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