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사이언스 응용1(중급) 과정 커리큘럼

·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수행하고자 함. 이 과정 중에 필요한 데이터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여 정확한 분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개 트랙별로 차별화된 과목을 제공함

트랙

마케팅 금융 ICT 및 제조 의약학

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SVM 랜덤포레스트 랜덤포레스트 랜덤포레스트

군집분석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 SVM

연관성분석 SVM SVM 군집분석

A/B 검정 군집분석 A/B 검정 A/B 검정

텍스트마이닝 추천시스템 베이지안 머신러닝 생존분석

8개과목 27시간 8개과목 27시간 8개과목 27시간 8개과목 27시간



데이터사이언스 응용2(고급) 과정 커리큘럼

·     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더 이론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개 트랙별로 차별화된 과목을 제공함

트랙

마케팅 금융 ICT 및 제조 의약학

랜덤포레스트 연관성분석 군집분석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 A/B 검정 추천시스템 추천시스템

추천시스템 결측치 자료분석 연관성분석 연관성분석

결측치 자료분석 생존분석 결측치 자료분석 결측치 자료분석

생존분석 네트워크 자료분석 생존분석 네트워크 자료분석

네트워크 자료분석 베이지안 머신러닝 네트워크 자료분석 베이지안 머신러닝

베이지안 머신러닝 텍스트마이닝 텍스트마이닝 텍스트마이닝

딥러닝 딥러닝 딥러닝 딥러닝

8개과목 26시간 8개과목 26시간 8개과목 26시간 8개과목 26시간



과목 설명표

분류 과목명 과목 설명
강의시간

(실습과제포함)

설명 및

예측을 위한

통계 모형

선형회귀분석 미래값 예측 및 설명을 위한 회귀분석 5

로지스틱회귀분석 범주 예측 및 설명을 위한 분류분석 3

분류를 위한

머신러닝

의사결정나무 및

모형비교
Rule에 기반한 분류, ROC 와 MAPE를 이용한 비교 5

랜덤포레스트 분류 앙상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 3

인공신경망 Multi-layer Perceptron, 딥러닝의 기초과목 3

SVM Support Vector Machine, 분류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2

목표 대상

세분화 및

군집화

군집분석 고객의 세분화, 유사한 고객들을 한 그룹으로 3

추천시스템 평점에 기반한 상품 추천, 어떤 상품을 추천할 것인가? 3

연관성분석 연관성 높은 상품 및 의약품 탐지 2

실전

데이터

사이언스

테크닉

A/B 검정, 평균 비교,

이벤트 분석
두 시안의 비교, change point 탐지 3

결측치 자료분석 현실에서 발생하는 결측치(missing value) 처리방안 3

생존분석 Censoring을 고려한 생존율, 부도율 예측 3

데이터

사이언스

고급 방법론

네트워크 자료분석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법 소개 3

베이지안 머신러닝 베이지안 통계학을 이용한 머신러닝 3

텍스트마이닝 비정형 및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 자연어 처리 4

딥러닝 심층학습을 위한 심층신경망, CNN, RNN 등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