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을 전혀 몰라도 OK! 

  비전공 실무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만 담았다!

  멤버십 기획 프로젝트로 실제 R 활용 방법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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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보를 전공하고 가전 회사 고객관리 CRM 시스템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솔루션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글로벌 호텔에서 마케팅 팀 

CRM 매니저로 근무했다. 현재 디지털 마케팅과 CRM 데이터 분석 부

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론을 넘어서는 실용적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공자를 위한 SQL 및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한다. 전작으로 <모두의 SQL>(길벗, 201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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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요리법 익히기 6장

재료 다루는 법 익히기 7장

데커레이션 익히기 8장

더 맛있는 요리하기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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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특성 알기
데이터 분석 준비

데이터 분석하기

요리 준비

요리하기

변수, 함수, 패키지 알기

R 기본 연산자, 함수 익히기

처리하기(dplyr)

그려 보기(ggplot2)

멤버십 기획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