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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뭘해야할까?
입문자 to 숙련자



파이썬 스터디의 주요 분야

- Data 분석: 머신러닝, 통계, Visualization

- 웹 프로그래밍: 웹 프레임워크

- 파이썬 성능 향상: 동시성, 프로파일링

- 코드 작성 & 협업: 파이썬 문서화, Github



Data 분석
Scikit-Learn –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http://scikit-learn.org/

matplotlib –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 http://matplotlib.org/

numpy – 과학 연산을 위한 라이브러리 http://www.numpy.org/

pandas – 데이터 Hadling을 위한 라이브러리 http://pandas.pydata.org/

Tensorflow – 딥러닝/머신러닝 라이브러리 https://www.tensorflow.org/

http://matplotlib.org/
http://www.numpy.org/
http://pandas.pydata.org/
https://www.tensorflow.org/


Data 분석
- 스탠포드 Andrew Ng 교수님 강의

- Coursera, 머신러닝 분야의 정석

- Matlab to Python 도전 권장
https://www.coursera.org/learn/machine-learning

-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과학

-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 기초 과정

- 학부 수준 통계, 확률, 선형대수 이해 필수



Data 분석
- Coding the Matrix (Coursera)

- 브라운 대학의 Phil Klein

- 선형대수학을 Python으로 배우는 과정
http://codingthematrix.com/

- 홍콩 과기대 김성훈 교수님

-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딥러닝 강의

- 한국어로 된 최고의 딥러닝 입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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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분석

https://www.inflearn.com/course/%ED%8C%8C%EC%9D%B4%EC%8D%AC-
%EB%A8%B8%EC%8B%A0%EB%9F%AC%EB%8B%9D-%EC%9E%85%EB%AC%B8-
%EA%B0%95%EC%A2%8C/

https://www.inflearn.com/course/%ED%8C%8C%EC%9D%B4%EC%8D%AC-%EB%A8%B8%EC%8B%A0%EB%9F%AC%EB%8B%9D-%EC%9E%85%EB%AC%B8-%EA%B0%95%EC%A2%8C/


웹 프로그래밍

Django – 가장 넓게 쓰이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https://www.djangoproject.com/

flask – 경량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Easy & Simple
http://flask.pocoo.org/

https://www.djangoproject.com/
http://flask.pocoo.org/


웹 프로그래밍
- django Girls Tutorial

- https://tutorial.djangogirls.org/ko/

- 누구나 쉽게 웹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 ask Django 

- https://www.facebook.com/groups/askdjango/

- Django의 다양한 개발 사례를 공유

-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https://tutorial.djangogirls.org/ko/


웹 프로그래밍
-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실전편

- 기초부터 실전까지 입문서로 추천

- Two Scoops of Django

- Django 중급 이상을 위한 좋은 가이드북

- 클린 코드를 위한 테스트 주도 개발

- Django를 복습하면서 UnitTest 이해를 위한 책



파이썬 성능향상

동시성 – 한번에 한 가지 이상의 Task를 실행시키기!

profile – 메모리/연산이 많은 지점 확인 하기



파이썬 성능향상
Fluent Python – 전문가를 위한 파이썬

(한빛미디어 ,  2016)

Effective Python - 파이썬 코딩의 기술
(길벗, 2016)



파이썬 성능향상
High Performance Python - 고성능 파이썬

(한빛미디어, 2016)

깐깐하게 배우는 파이썬
(인사이트, 2016)



파이썬 성능향상

파이썬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인사이트, 2017)



프로그래밍 잘하기

Git, Github study – 같이 개발하는 방법 배우기

- 가천대학교 CS50 강좌 - https://goo.gl/FTrK90

- 홍콩과기대 김성훈 교수 github flow
https://goo.gl/t9K8gn, https://goo.gl/Ek35Zi

https://goo.gl/FTrK90
https://goo.gl/t9K8gn
https://goo.gl/Ek35Zi


프로그래밍 잘하기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한 공부



Human knowledge belongs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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