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과정 사전 준비 자료
1. 파이썬 강의
(1) 미운코딩새끼: 4시간만에 끝내는 파이썬 기초

https://wikidocs.net/book/1421

유튜브 강의 : https://www.youtube.com/channel/UC0h8NzL2vllvp3PjdoYSK4g
미운코딩새끼는 코딩이 너무 어려워 포기한 분, 또는 코딩을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한 강의.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문법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2) 점프 투 파이썬 : https://wikidocs.net/book/1
파이썬이란 언어를 처음 접해보는 독자들과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쓰려고 노력하였으며, 파이썬이란
언어의 개별적인 특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이썬이란 언어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
(3) 코딩 도장 : https://dojang.io/course/view.php?id=7
코딩은 연습이라는 강의 사이트. 파이썬 코딩 도장은 책과 동영상 강의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코드를
따라 추며 학습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퀴즈와 연습문제는 도서를 구매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튜토리얼] w3schools Python Tutorial

w3school은 웹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한글 지원이 안된다는 단
점은 있지만 파이썬 기초 튜토리얼과 연습문제까지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강의
(1) 홍콩 과기대

김성훈 교수

https://hunkim.github.io/ml/

세계 최고의 학회 ICSE(세계소프트웨어엔지엔지니어링학회) 6편 논문 게재한 SW분야의 세계적 석학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ICSE우수 논문에 두 번 선정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딥러닝 개발자, 머신러닝과 딥러닝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
미국 대학의 요청을 뿌리치고 2009년 홍콩과기대 교수
2017년 네이버 인공지능 클로버 AI팀 헤드
2020년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upstage.ai)' 대표
(2)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 이론, 기초 공부법 : https://goeden.tistory.com/29
(3) 모두의 딥러닝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lMkM4tgfjnLSOjrEJN31gZATbcj_MpUm

3. 포브스가 추천하는 AIㆍML 무료 강좌 '베스트 9’
1. AI의 구성요소 (Elements of AI) - 헬싱키 대학
수학과 통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AI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수준으로 구성된 강좌. AI와 머신러
닝 학습에 심층적인 지식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습도 포함된다. 핀란드 내에서
만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전 세계 보급차원에서 개방됐다.
2. 구글 AI로 배우기 (Learn with Google AI) - 구글
AI 학습 관련 사용지침서, 가이드, 자료가 상당히 풍부해졌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인도주의적 도
전에 AI와 머신러닝을 어떻게 응용하고, AI 실행 작업이 윤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AI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3. AI 입문 (Intro to Artificial Intelligence) - 우다시티
우다시티(Udacity)는 2011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세바스찬 스런 교수 등이 시작한 컴퓨터 공학 관련 무료
온라인 강좌(MOOC)이다. 200개국 이상에서 접속하는 세계적인 학습사이트로 성장했다. 이 과정은 통계학
기초부터 로봇,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등 AI 응용기술까지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 경험이 풍부
한 AI 연구원 피터 노빅과 세바스찬 스런 교수가 가르친다. 4개월 과정으로 설계됐다.
4.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 스탠포드 대학교 (코세라)
코세라(Coursera)는 2012년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공학과 앤드류 응(Andrew NG) 교수와 다프네 콜러
(Daphne Koller) 교수가 설립한 1세대 무료 온라인 강좌 플랫폼((MOOC)이다. 코세라 강의는 무료로 제공
되는데, 수료증을 받으려면 유료로 등록해야 한다. 구글의 딥러닝 프로그램 과정을 주도한 앤드류 응 교수
가 운영하는 강좌. 응 교수의 머신 러닝 강좌는 머신 러닝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필수 강의
로 추천되는 기본 강의라고 보면 된다. 수학, 통계 및 컴퓨터 과학의 기초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5. 모두를 위한 AI (AI for Everyone) – 앤드류 응 (코세라)
앤드류 응(Andrew Ng) 교수의 또다른 강좌로, 심층적인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지는 않는 과정이다. 비 개
발 팀과 함께 작업하면서 자신의 조직에서 AI를 활용하거나 AI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한다. AI 프로젝트 실행과 기업 내 AI 구축 전략 개발 방법을 다룬다.

6. 데이터 과학 및 머신 러닝 핵심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Essentials) - 마이크로소프
트(이디엑스)
이디엑스(edX)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무료 강의 플랫폼이다. 이 강좌는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강좌로, 핵심 데이터 과학 개념 및 데이터 과학의 머신 러닝 적용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7. 머신 러닝 집중 과정 (Machine Learning Crash Course) - 구글
이 강좌는 AI와 IT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됐다.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
하지만,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와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오픈 소스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의 이론
과 실용적 적용까지 다룬다.
8. 데이터로부터 배우기 (머신러닝 입문) (Learning From Data (Introductory Machine Learning))- 칼
텍(이디엑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디엑스 무료 강좌. ‘머신러닝이 무엇입니까?’, ‘ 기계가 학습할 수 있나요’ 같은 이론적
인 질문에서부터 강력한 신경망에 활용되는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의 실용적인 적용까지 다룬다. 50달러를
내면 과정 이수 후 공인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9. 인공지능 A-Z: AI 구축 방법론 학습 (Artificial Intelligence A-Z: Learn How To Build An AI) 우데미
우데미(Udemy)는 2010년 시작된 온라인 강의 플랫폼으로,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글로벌 강
의 서비스이다. 이 강좌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 자동차 운전이나 게임 같은 실제적인 AI문제를 해결
하는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과정을 다룬다. 또한 첨단 애플리케이션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강
화 학습에 기초한 기계 학습의 한 형태인 큐학습방법론(Q-learning)을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