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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Programming for Data Science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에게 오늘날 데이터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매력적인 데이터 과학 분야를 시작하고 숙련된 강사의 도움을 받아 Python, SQL, 터미널 및 Git을 배우십시오. 학습자는 
실제 데이터 분석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나타납니다.

협업 개발사:

프로그램 정보

잘 준비된 학습자는 컴퓨터에서 파일 및 폴더 열기, 응용 프로그램 열기, 복사/붙여넣기 등과 같은 기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는 
또한 영어로 읽고, 쓰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는 인터넷과 64비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개월/주 10시간*

예상 시간

전제 조건

필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비기너

학업 수준

*이 프로그램의 길이는 평균적인 학생이 강의 및 프로젝트 시간을 포함해 모든 필수 과정을 완료하는 데 소요될 수 있는 총 시간의 추정치입니다. 
일주일에 약 5-10시간을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 제공된 시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실제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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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1

SQL 소개
JOIN, 집계 및 하위 쿼리와 같은 SQL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SQL을 사용하여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에 응대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조사하기

이 프로젝트에서 학습자는 PostgreSQL로 작업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작업합니다. 학습자는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적절한 SQL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전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과정 프로젝트

1과

기본 SQL

• SELECT, FROM, 및 WHERE를 포함하는 일반 SQL 명령을 작성하십시오.

• LIKE, AND, 또는 OR 등 논리 연산자 사용 방법을 배우십시오.

2과

SQL Join

• 이제 여러분은 더 복잡한 비즈니스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데이터를 여러 원본에서 결합할 
수 있으므로, SQL의 JOIN 문을 작성하십시오,

• 여러 유형의 JOIN문 및 각 유형을 사용하는 때를 이해하십시오.

3과

SQL 집계

• COUNT, SUM, MIN 및 MAX를 포함해 SQL에서 공통 집계를 작성하십시오.

• CASE 및 DATE 함수를 작성하고 NULL로 작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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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프로그래밍 소개
데이터 구조, 변수, 루프 및 함수와 같은 Python 프로그래밍 기본 사항을 배우십시오. NumPy 및 Pandas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로 작업하는 방법을 습득하십시오.

과정 2

1과

Python 프로그래밍 이유

• 과정에서 배우고 수행할 것에 대한 개요를 얻으십시오.

• Python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를 이해하십시오.

4과

고급 SQL 쿼리

• 다양한 상황에서 CTE라고도 하는 하위 쿼리를 사용하십시오.

• RANK, NTILE, LAG, LEAD 새 함수를 포함하는 다른 윈도우 함수를 복잡한 태스크를 
완료하기 위한 파티션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미국 자전거 공유 데이터 탐색하기

학습자는 Python을 사용하여 미국 3개 도시에서 수집한 자전거 공유 여행 데이터에 대한 분석 질문에 답합니다. 학습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적인 통계를 계산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대화형 경험을 터미널에서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과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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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

데이터 유형 및 연산자

• 정수, 부동 소수점, 부울, 문자열, 리스트, 튜플, 세트, 사전, 복합 데이터 구조등의 Python의 
데이터 형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십시오.

• 산술, 할당, 비교, 논리, 멤버, 식별 등의 Python의 연산자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 및 논리 
명세서를 생성하십시오.

• Python 변수를 사용해서 선언, 할당, 그리고 값을 재할당 하십시오.

• 기본 제공 함수 및 메서드를 사용하여 값을 수정하십시오.

• 공백 및 스타일 지침을 연습하십시오.

3과

제어 흐름

• If문 및 부울 식을 사용하여 Python 프로그램에 의사 결정을 추가하는 조건식을 
작성하십시오.

• 유용한 내장 함수와 함께 for 및 while 루프를 사용하여 목록, 세트 및 딕셔너리를 반복하고 
이를 조작하십시오.

• break 및 continue를 사용하여 루프 내 반복을 건너뛰십시오.

• 목록 이해력 연습을 사용하여 리스트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for 루프를 
압축하십시오.

4과

함수

•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십시오.

• 적절한 범위를 지정하여 변수를 만들고 및 참조하십시오.

• 문서 문자열을 사용하여 함수에 문서를 추가하십시오.

• 빠르게 익명 함수를 생성하기 위해 람다 식을 정의하십시오.

• 반복자와 생성자를 데이터 흐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5과

스크립트 작성

• Python 3를 설치 및 프로그래밍 환경에 설정하십시오.

• Python 스크립트를 실행 및 편집하십시오.

• 사용자로부터 원시 입력을 받아 상호작용하십시오.

• 코드 내의 에러 및 예외를 식별하고 다루십시오.

• 파일을 열고, 읽고, 작성하십시오.

• Python 표준 라이브러리 및 제3자 라이브러리 내의 모듈을 찾고 사용하십시오.

• Python 인터프리터를 사용하여 터미널 안에서 실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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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NumPy

• 다차원 NumPy 배열(ndarrays)을 생성, 액세스, 수정, 그리고 정렬하십시오.

• Ndarrays의 저장 및 로드하십시오.

• Ndarray의 하위 집합을 선택 또는 변경하기 위해 슬라이싱, 부울 인덱싱, 그리고 세트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 Ndarray의 복사와 보기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십시오.

• ndarrays에 대한 요소별 연산을 수행하십시오.

• 다른 크기의 ndarray 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십시오.

7과

Pandas

• Pandas, Series 및 DataFrames 내의 주요 개체를 생성, 액세스 그리고 수정하십시오.

• Series 및 DataFrames에서 산술 연산을 수행하십시오.

• 데이터를 DataFrame에 로드하십시오.

• 숫자가 아님(NaN) 값을 다루십시오.

버전 제어 소개
버전 제어의 사용법 및 데이터 과학 업계에서 작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과정 3

GitHub에 작업물 게시하기

모든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를 배우십시오. 먼저 터미널 작업에 대한 소개를 받으십시오. 다음으로 Git 및 
Github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버전을 관리하고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학습자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캡처하는 두 가지 버전의 Jupyter 노트북을 게시하고 프로젝트 Git 리포지토리에 커밋을 
추가합니다.

과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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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셸 워크샵
• Unix 셸은 모든 종류의 개발자들에게 강력한 도구입니다. 컴퓨터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빠른 소개를 배우십시오.

2과

목적 및 용어

• 왜 개발자들이 버전 제어를 이유 및 버전 제어를 매일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 필수적인 Git 용어 모음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십시오.

• 명령줄을 사용하여 Git을 구성하십시오.

3과

Git 리포지토리 생성하기

• 첫 번째 Git 리포지토리를 git init을 사용하여 생성하십시오.

• git clone으로 기존 Git 리포지토리를 복사하십시오.

• 강력한 git status로 현재 상태를 검토하십시오.

4과

리포지토리 기록 검토

• 리포지토리 커밋 기록을 git log로 검토하십시오.

• 명령줄 플래그를 사용하여 git log의 출력을 각 커밋에 대해 더 많은(혹은 적은)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자 지정하십시오.

• 단 한 개의 커밋만 표시하기 위해 git show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5과

리포지토리에 커밋 추가

• Git 워크플로를 마스터 및 샘플 프로젝트에 커밋합니다.

• 커밋에서 변경된 파일의 일부를 식별하기 위해 git diff를 사용하십시오.

• gitignore를 사용하여 파일을 “추적되지 않음”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6과

태그 지정, 브랜칭 및 병합

• 태그 지정, 브랜칭 및 병합을 탐색하십시오. 

• 태그와 브랜치를 사용하여 커밋을 구성하십시오.

• 특정 태그 및 브랜치로 git checkout을 사용하여 이동하십시오.

• 다른 브랜치 상의 변경 내용을 함께 병합하는 방법과 귀찮은 병합 충돌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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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변경 사항 되돌리기

• 기존 커밋을 편집 또는 삭제하는 방법과 때에 대해 배우십시오.

• 마지막 커밋을 변경하기 위해 git commit 그리고 amend 플래그를 사용하십시오.

• 커밋을 취소 및 삭제하기 위해 git reset 및 git revert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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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 Bernhard

Nerd Wallet의 데이터 과학자

Josh는 거의 10년 동안 대학의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Galvanize의 수석 데이터 과학 강사로서 데이터에 
대한 열정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는 암 연구에서 프로세스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에 데이터 과학을 
사용했습니다.

강사 소개.

Juno Lee

Udacity의 커리큘럼 리드

Juno는 School of Data Science의 커리큘럼 리더입니다. 그녀는 데이터 및 교육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Udacity에서 여러 과정을 쌓았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로서 추천 엔진, 컴퓨터 비전 및 NLP 모델, 사용자 행동 분석 
도구를 구축했습니다.

Derek Steer

Mode의 CEO

Derek은 Mode Analytics의 CEO입니다. 그는 Facebook과 Yammer에서 분석 기반을 개발했으며 
이를 미래의 분석가와 공유하는 데 열정적입니다. 그는 SQL School의 저자이며 Insight Data Science의 
멘토입니다.

Richard Kalehoff

과정 개발자

Richard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코스 개발자입니다. 그는 컴퓨터 과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에는 프런트 
엔드 웹 개발에서 백엔드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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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Krueger

프로그래밍 강사

Udacity에 합류하기 전에 Karl은 Google에서 8년 동안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어(SRE)로 근무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웹 서비스를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자동화 및 모니터링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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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acity의 학습 경험

지식
당사의 독점 위키인 Knowledge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십시오. 다른 학생들이 묻는 질문을 
검색하고, 기술 멘토와 연결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워크스페이스
실제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플랫폼에 통합된 대화형 
작업 공간에서 코드를 실행하여 코드의 출력과 품질을 
확인하십시오.

퀴즈
자동 채점 퀴즈는 이해력을 강화합니다. 학습자는 과정 
중 언제든지 수업으로 돌아가 개념을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맞춤 학습 계획
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계획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목표를 향한 움직임을 
추적하십시오.

프로세스 추적기
이정표 미리 알림을 활용하여 일정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완료하십시오.

실습 프로젝트
열린 체험 프로젝트는 실제 작업장 문제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객관식 질문이나 단계별 가이드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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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및 보고

과정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 Udacity의 엔터프라이즈 관리 콘솔은 대량 등록 및 직원 온보딩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 인터랙티브 뷰는 대상 결과를 달성하여 보존 및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작업 준비를 최적화하면서 ROI를 극대화합니다.

기술 멘토 지원

연중무휴 24시간 지원으로 학습 차단을 해제합니다.
• 숙련된 멘토가 성취 영역과 성장 가능성을 식별하므로 학습이 가속화됩니다.

• 멘토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는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이 도착함을 의미합니다.

• 2시간 이하의 평균 질문 응답 시간으로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사전 평가

기술 격차를 식별하십시오.
• 심층 평가는 핵심 영역에 대한 팀의 현재 지식 수준을 벤치마킹하십시오.

• 결과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프로젝트 검토자

기술 숙련도를 확인하십시오.    
• 개인화된 프로젝트 피드백 및 비평에는 평균 처리 시간이 1.1시간인 숙련된 실무자의 라인별 코드 검토가 

포함됩니다.

• 프로젝트 검토 주기는 개념이 마스터될 때까지 개선을 위한 여러 기회가 있는 피드백 루프를 생성합니다. 

• 프로젝트 검토자는 업계 모범 사례를 활용하고 프로 팁을 제공합니다.

멘토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멘토는 Udacity의 선택적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5단계 고용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 객관적이고 상황에 맞는 평가를 통과한 후 멘토는 멘토 역할에 대한 의사소통 및 행동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멘토는 30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종종 스스로 Nanodegree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작업 준비가 된 디지털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검증된 접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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