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업 실무자를 위한

셀프서비스데이터분석
(Self-service Data Analytics)

데이터가 풍부한 시대가 되면서 모든 직무에 데이터를 활용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보다 높은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현업 실무자는 경영진과 달리 데이터분석 전문가(데이터 과학자)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 하는 업무를 실무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한 적이 없는 현업 실무자 스스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영 업무 전반 현업실무자

•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

• 경영 기획, 마케팅, 영업, HR 등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데이터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데이터 분석 도구 : 엑셀, 파워쿼리, 파워BI, KESS 등)

• 직접 데이터 시각화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구현 할 수 있도록 한다.

• 데이터 분석의 결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함양한다.

구자룡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의 축적은

기본이며, 시장에 대해, 고객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풍부한 시대에 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마켓 센싱과 통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더 자세한 강사 프로필은 밸류바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valuevine.kr/wp-content/uploads/2016/08/KOOJARYONG-Profile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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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 2DAYS, 16HR

※ 교육 니즈에 따른 맞춤형 강의가 가능합니다 (2-20시간 내외)



교과목
(차시명)

주요 교과내용
배정
시간

학습
방법

1
데이터 분석 이해 및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 빅데이터 시대, 셀프서비스 데이터분석의 필요성
-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
-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 데이터 분석 도구 : 엑셀, KESS, SPSS, R, 레피드마이너등

2 강의

2
데이터 분석 기초 : 

측정과 척도, 그리고 기술
통계

- 데이터 종류와 척도의 유형
- 기초 통계 및 기술 통계(평균, 왜도, 첨도, 분산 등)
- 엑셀 데이터 분석 도구의 설치 및 분석 환경 설정
- 빈도분석 및 히스토그램을 통한 변수의 특성 이해

2
강의
실습

3
데이터 분석 기초 : 
가설 검정과 추론 통계

- "집단(성별/연령별/소득별 등) 간에 차이가 있는거야?"
- 통계적 추론을 위한 가설 검정
-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T-검정
- 두 집단 이상의 평균과 분산을 검정하기 위한 분산분석

2
강의
실습

4
범주형 자료와 변수 간의

관계 파악

- "집단별(성별/연령별/소득별 등)로 어떻게 다른거야?"
- 범주형 자료의 특성 및 변수 간의 연관성
- 피벗테이블을 이용한 범주별 평균분석
- 두 변수의 관계성 분석을 위한 상관분석

2
강의
실습

5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A/B 테스트

- "A와 B 두 대안 중에 어떤 대안이 더 효과적일까?"
- 무작위 비교시행(RCT)과 근거기반 의사결정
- A/B 테스트를 위한 실험 설계
- 가설 검정을 통한 A/B 테스트 분석

2
강의
실습

6
분류와 예측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 "데이터는 넘치는 데, 왜 유용한 정보는 없는 거야?"
-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군집화와 예측
- 고객 특성에 따른 군집화를 위한 K-mean 군집분석
- 범주형 변수를 예측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2
강의
실습

7
패턴과 관계 추출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 "VOC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뭐야?"
-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수집과 텍스트 마이닝
- 파워쿼리를 이용한 웹크롤링과 워드클라우드 분석
- 뉴스 빅데이터에서 키워드 도출 및 연관어 분석

2
강의
실습

8
데이터 시각화와 BI, 
그리고 인사이트

- "분석 결과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
-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차트의 종류와 유의사항
- 피벗테이블과 피벗차트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 파워 BI를 이용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구현

2
강의
실습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작성 강사에게 있으며 개인정보는 강사섭외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본 자료는 강사섭외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