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트워크 분석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본과정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분석방법론 중의 하나로,

개체와 개체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심구조, 응집구조, 역할구조, 확산구조 등을 파악합니다.

조직 네트워크 분석, 소셜 미디어 분석, 문헌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소셜 네트워크분석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싶으신 분 

▶ 빠른 시간 내 넷마이너(NetMiner) 활용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 조직 내 협업, 소통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싶으신 분 

▶ 기관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싶으신 분 

Since 2010, 1천여명의 교육생이 수강한 교육

60개국 880여개 학교,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SNA 소프트웨어 NetMiner를 이용한 실습 

SNA 전문 컨설턴트의 연구노하우를 담은 실전중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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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요

본 교육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입문자”를 위한 이론 및 실습 중심의 맞춤교육입니다.

SNA 기본 개념, 네트워크 데이터 구성 및 수집 방법에 대한 이론 및 NetMiner를 이용한 

중심구조 , 응집구조 분석 실습 등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기본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사이람 SNA·빅데이터 분석 교육의 특장점



1일차: 세상을 네트워크로 바라보자! NetMiner 맛보기!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본과정 

10:00~17:00 / 2일 12시간

교육내용

(부가세 포함)

교육비

교육 일정 및 장소

▶ 매월 정기 운영 (단, 12월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 연간 교육일정은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소: 토즈 교대점

※ 다양한 교육비 할인 혜택을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사이람 교육센터 홈페이지(edu.cyram.com)에서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교육문의: 02-886-6077 / edu@cyram.com 

학습목표:

1.  SNA의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데이터 구성 및 수집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3. NetMiner 기초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학습내용:
1. 소셜 네트워크 분석 개요

2.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링 

3.. NetMiner 데이터 입력 및 기초 분석 

2일차: 실전 분석 / 시각화 역량을 기르자!

학습목표:
1. 네트워크  데이터 시각화 및 맵 스타일링 기능을 익힐 수 있다.

2. 네트워크 중심구조와 응집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네트워크  시각화  및 스타일링 실습

2. 중심구조 분석 및 시각화 실습

3. 응집구조 분석 및 시각화  실습

(주)사이람·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SNCC 공동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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