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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KISTI의 임무
국가 과학기술 정보분야 대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 핵심 정보자원 및 
지식인프라를 개발 지원하고, 개방 공유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추진목표
01 	 		국가 과학기술정보 데이터 수집 관리 확산, 관련 연구개발 및 지능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가 R&D 효율성 제고
02	 슈퍼컴퓨팅 구축 운영, 연구 기술 개발 및 활용 확대로 과학기술 혁신 및 사회 현안 해결
03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역량 강화

과학기술인프라,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다
과학기술인프라로 디지털 전환과 R&D 혁신을 선도하며,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KISTI는 산학연정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국가로 부터 위임받은 KISTI 역할과 책임

법률
과학기술기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제40조)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지식과 정보의 생산·유통·관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KISTI의 책무
KISTI는 과학기술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관리·유통하여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KISTI 지정(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KISTI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활용을 촉진한다.

KISTI 강점

과학기술 지식자원 및 공유 � 활용 생태계 구축

- 		과학기술지식정보 약 1억 4천만 건 구축 및 서비스(R&D과제, 인력, 논문, 특허, 보고서, 정책동향 등)
- 과학기술분야 개방형 정보활용 플랫폼 제공(130여 기관, 5천만회)
- NST 산하 25개 출연(연) 중심 국가 연구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사용자 수요대응 위한 슈퍼컴퓨터 인프라 서비스

- 세계 14위 슈퍼컴퓨터 5호기 구축(25.7 PFLOPS)
- 대용량 데이터 전송체계 마련(대역폭 690Gbps, 201개 기관 활용)
- 글로벌 대용량 데이터허브 센터 운영(세계 11번째 WLCG 최상위데이터센터 인증 국가)
-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CSC) 운영
- 초거대 문제해결 지원(7.5PF 규모) 및 국민 생활안전 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보분석 체제 구축

- 수요 대응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인공지능 분석기술 보유
- 데이터 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설계분석 환경(HEMOS)
- 지역특화 빅데이터 지능화 협업센터 구축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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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KISTI 강점기반 DATA & HPC & AI 전문인력 양성

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
과학데이터교육센터는 KISTI 강점을 기반으로 
데이터·HPC(슈퍼컴퓨팅)·인공지능 교육의 개발과 운영을 통한
DT(Data Technology)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전문인력 및 미래인재 양성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데이터교육센터 교육과정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연구 데이터·슈퍼컴퓨팅·AI 활용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딥러닝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
(학교, 산업체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구데이터� 컴퓨팅� 인공지능 활용 온라인 교육환경 및 콘텐츠 구축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통합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 콘텐츠와 강사진, 온라인 강좌 등을 저장하는 교육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이해 확산 프로그램 운영
KISTI-INTEL / KT DATA·AI Camp, 슈퍼컴퓨팅 청소년캠프
대학(원)생 / 고등학생 / 일반인 캠프 등의 국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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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데이터교육센터 교육목표

2025 � 2030

데이터과학 분야 전문 교육 기관 체계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 국내 최고의 데이터과학 전문 교육기관 위상 확보
- 전문교육 및 내외부 강사 양성 과정 운영

2020

데이터 & HPC &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 확대 및 내부직원 역량강화
- 외부 전문교육기관 커리큘럼 연계·활용·운영
- 전문교육 과정 확대 및 자체 콘텐츠 제작·보급

2018 � 2019

데이터 이용 및 HPC 활용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 개편·운영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기존 교육과 연계

KISTI 강점기반 
DATA & HPC & AI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 출연(연)역량강화 산·학·연·정 협력
디지털 전환 교육 내부역량 강화교육

�   데이터 이용� 슈퍼컴퓨팅 활용� 
인공지능 응용 전문교육 개발 및 
운영

�   25개 출연(연) 및 과기부 산하 
6개 기관 대상 AI 교육

�   정부부처 대상 빅데이터 분석
�   대학대상 데이터·AI 캠프
�   산업체대상 디지털전환 교육

�   KLD(KISTI Learning Day) 
운영

1. 내·외부 전문가를 교육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의 질적 
차별화 도모

2. KISTI 강점을 기반한(교통, 
재난재해, 천문우주, 바이오 등) 
교육과정 운영

3. (HPC) 인증체계 설립 기반의 
난이도별 교육과정 개설

4. 공공데이터 활용 및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 
차별화

1. KISTI의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며, 출연(연)
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KISTI 강점인 데이터
IT역량을 활용하여 교육

3. 연구자들의 IT/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1. 정부부처/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협력을 확대 및 강화
하여 보유 데이터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과정 개설

2. 업무적용에 가능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 개설

3. 학습자 중심 이론/실습과정을 
통한 훈련생 실무역량 제공

1. 직무역량 중심 교육 과정 및 
경력개발 체계 교육 과정 개발

2. 연구현장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업무성과 창출에 
시너지 효과 발생

3. Data-Network-AI 중심으로 
연구역량 연계·융합하여 
교육과정 개발



2022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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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교육명 기간 횟수 교육비 1월 2월

1

DATA
·
AI

기술가치평가 3 2 450,000

2 기술로드맵 작성 3 3 450,000 25-27

3 기술사업화와 빅데이터 활용 1 3 150,000

4 데이터과학 이해 1 2 150,000

5 데이터기반 기술사업 타당성 분석·평가 2 3 300,000

6 딥러닝(Deep Learning) 데이터 분석 3 4 450,000 19-21

7 미래기술예측 2 2 300,000

8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초 3 3 450,000

9 산업시장환경분석 1 3 150,000

10 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3 3 450,000 15-17

11 이미지 분류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한 전이학습 코딩실습 3 2 450,000 22-24

12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 2 2 300,000

13 파이썬(Python) 데이터 분석 3 3 450,000 9-11

14 KNIME 기반 기계학습 및 딥러닝 활용 3 2 450,000

15 Open SW 활용 연결망 분석 및 가시화 2 2 300,000

16 R 활용 데이터 분석 3 3 450,000 16-18

17 R 활용 문헌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및 가시화 3 2 450,000

18 R&D 기획 및 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1 2 150,000

19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구축과 AI 활용전략 3 2 450,000

1

HPC

리눅스(Linux) 실습 1 2

무료

2 MPI(초급) 2 1

3 MPI(고급) 2 2

4 OpenMP(초급) 2 1

5 OpenMP(고급) 2 2

6 성능최적화 2 2

7 슈퍼컴퓨터 활용(5호기) 실습 1 2

8 거대계산과학 응용을 위한 병렬컴퓨팅 3 2

9 고성능 네트워킹과 양자암호통신 3 2

10 C 언어 2 2

11 CUDA 2 2

12 Fortran 2 2

13 Hybrid(OpenACC+MPI) 2 2

14 슈퍼컴퓨팅 계절학교 4 2 21-24

15
NVIDIA GPU Hackathon Bootcamp
* NVIDIA GPU Hackathon : 7.18.~22.

3 4 14-16

1

출연연
통합
교육

인공지능 기술활용 2 4

무료

2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3 3

3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3 3

4 재난재해 빅데이터 분석 3 3

5 천문우주 빅데이터 분석 3 3

6 스마트교통 빅데이터 분석 3 3

7 공간데이터 활용 딥러닝 예측 3 3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12-14

8-10 26-28

22 21 18

26 27

24-25 23-24 20-21

6-8 6-8 2-4

28-29 29-30

16-18 20-22 23-25

23 22 19

13-15 9-11

23-25

17-18 6-7

11-13 9-11

13-15 21-23

14-15 19-20

15-17 16-18

16-18 21-23

24 27

6-8 19-21

8 6

2-3

16-17 7-8

9-10

16-17 10-11

10-11 6-7

7 5

23-25 3-5

22-24 23-25

3-4 3-4

29-30 14-15

21-22 29-30

24-25 18-19

4-7

4-6 27-29 18-22 22-24

21-22 25-26 21-22 21-22

13-15 6-8 12-14

4-6 11-13 9-11

18-20 29-7/1 19-21

11-13 5-7 14-16

28-30 20-22 29-31

16-18 8-10 14-16

● DATA·AI: 19과목 48회 115일     ● HPC: 15과목 30회 68일     ● 출연연 통합교육: 7과목 22회 62일     ● 전체: 41과목 100회 245일

※ 상기 교육 일정은 기관 및 과학데이터교육센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교육 내용은 과학데이터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kacademy.kisti.re.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연연 통합 교육은 출연연 재직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서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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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는 2018년 교육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KISTI의 
교육사업 역사는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1966년 과학기술정보 관리강좌를 시작으로 1988년에는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에 따른 국내 최초 HPC(High-performance Computing) 활용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정보이용교육, 슈퍼컴퓨터 교육 등을 운영했고, 2018년에 과학데이터스쿨이 만들어지면서 기관의 교육기능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5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죠.

현재 과학데이터교육센터에서는 AI와 관련하여 어떤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KISTI는 직접적으로 AI를 개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는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데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센터도 AI기술 응용교육을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AI 활용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파이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기상, 
재난재해, 교통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육은 총 9개 과목이 있고, 이 중 현장교육은 3개, 온라인 교육은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AI를 주제로 하진 않지만, 다른 교육과정 중간중간에도 관련된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데이터 분석, HPC(High-performance 
Computing, 고성능컴퓨팅),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 I S T I 
과 학 데 이 터 
교 육 센 터

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를 찾으시는 교육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산·학·연·정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대학에서는 연구를 위해 
교수님들뿐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산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은 정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기관에서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가 
상당한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 AI 교육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KISTI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KISTI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력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으로는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현재 슈퍼컴퓨터 5호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에 직접 활용합니다. 또한 원내에 축적된 데이터가 1억 4천만 건 
정도를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강사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강사진 중 절반 정도가 기관 내부 강사입니다.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경험을 강의에 풀어 넣어 보다 생생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 분석과 예측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특정지역의 데이터를 직접 교육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차인재 양성사업�의 하나로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한 번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직장을 찾고 있는 워킹맘이 지원했습니다. 면접 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여 훈련생으로 선발되었는데,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결국 6개월 수료 전에 취업이 되어서, AI 관련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수료식에서 소감을 피력하는데, �처음엔 Programming의 P도 몰랐는데, 
교육을 받으며 파이썬, R을 활용한 분석법을 배우고, 그 덕에 취업에 
성공하여 당당하게 들어가 그동안 쌓은 역량을 펼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AI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역량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파이썬은 배우고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활용분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역량입니다. AI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자원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속성을 파악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하여 그 데이터에 맞는 딥러닝,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가 올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에는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늘려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 재난·재해 상황 예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과학기술분야의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KISTI에서 매년 개최하는 슈퍼컴퓨팅 청소년캠프에 참가하는 
고등학생들은 왠만한 대학생들보다도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AI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슈퍼컴퓨터 기반의 
AI교육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 KIRD R&D HRD 트렌드 리포트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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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가치 평가

02. 기술로드맵 작성

03. 기술사업화와 빅데이터 활용

04. 데이터과학 이해

05. 데이터기반 기술사업 타당성 분석·평가

06. 딥러닝(Deep Learning) 데이터 분석

07. 미래기술예측

08.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초

09. 산업시장환경분석

10. 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11. 이미지 분류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한 전이학습 코딩 실습

12.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 

13. 파이썬(Python) 데이터 분석

14. KNIME 기반 기계학습 및 딥러닝 활용

15. Open SW 활용 연결망 분석 및 가시화

16. R 활용 데이터 분석

17. R 활용 문헌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및 가시화

18. R&D 기획 및 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19.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구축과 AI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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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가치평가

02
기술로드맵 작성

4.20~22, 10.12~14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1.25~27, 6.8~10, 10.26~28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목적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기술사업화와 기술가치평가
    • 가치평가 개념과 정의
    • 기술가치평가 대상  
    • 기술가치평가 필요성과 용도

13:30~16:30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기법
    •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 시장장접근법(Market Approach)
    • 기타 접근법

2일차

09:30-12:30

 기술성 및 권리성 분석 
    • 기술환경(기술동향, 기술발전방향 등) 분석
    •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파급효과 분석
    • 기술의 권리성(권리안정성, 권리범위 등)분석
    • 기술성 분석 사례 

13:30~16:30

 시장성 및 사업성 분석
    • 시장환경 및 시장경쟁 분석
    • 기술시장 수요 전망
    • 기술의 사업성 분석
    • 시장성 분석 사례 

3일차

09:30-12:30

 기술가치평가 주요 변수 추정
    • 기술의 내용연수, 기술기여도 추정
    •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의 추정 
    • 순운전자본, 자본적 지출의 추정
    • 할인율 추정, 순현금흐름 추정

13:30~16:30

 기술가치평가 실습
    • 기술가치평가 사례
    • 사업가치 및 기술가치 산정
    • 기술가치평가 사례 연습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기술로드맵의 개념

    • 기술로드맵 소개 
    • 기술로드맵 개념 및 작성목적

13:30~16:30

 기술로드맵 작성 사례
    • 국가차원의 기술로드맵 작성사례
    • 기업 혹은 기관별 기술로드맵 작성사례

 기술트리 및 브레인스토밍법
    • 기술트리 작성법
    • Future's Wheel 방법 등  

2일차

09:30-12:30
 기술로드맵 실습 

    • 비전 및 목표설정
    • 시나리오 작성

13:30~16:30
 기술로드맵 실습(계속)

    • 전략제품 도출
    • 핵심기술 분석 

3일차

09:30-12:30
 기술로드맵 실습(계속)

    • 기술트리 작성 등
    • 기술로드맵 작성 

13:30~16:30

 기술로드맵 실습(계속)
    • 기술 확보전략 작성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팀별 최종결과 발표
    • 각 팀별 로드맵 작성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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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의 지식재산이 중요도를 더하여 감에 따라 연구개발, 특허출원, 기술거래, 특허기술 분쟁의 과정에서 
가치평가 기회가 증가에 대비하는 실무자 양성

-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 및 용도, 기술가치평가의 종류 및 유형,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조사분석 및 
재무지식, 가치평가실무요령 및 가치평가사례를 숙지

- 기업 및 관련기관이 필요로 하는 가치평가 실무인력을 양성

- 각 분야에서 유망 기술기획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술 로드맵의 개요 및 작성 절차 등을 소개하고 기존 
방법론과의 차이점 및 국내외 현황을 파악

- 실제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례를 각 단계별로 분석
- 실제 로드맵 작성을 실습을 통하여 기술로드맵 작성 능력을 배양



03
기술사업화와 빅데이터 활용

04
데이터과학 이해

3.22, 6.21, 10.18

09:30~16:30 교육일수 1 이수시간 6

서울 분원

정상가 : 1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120,000원 / 5인 이상 : 105,000원

4.26, 9.27

09:30~16:30 교육일수 1 이수시간 6

서울 분원

정상가 : 1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120,000원 / 5인 이상 : 10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목적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 프로세스
    • 경영환경의 변화와 신규 사업의 필요성  
    • 데이터 기반 경영 활동 및 의사결정 
    • 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 프로세스의 이해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 단계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 기법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 기법의 적용

13:30~16:30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례
    • Case 1
    • Case 2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BOSS) 소개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데이터
    • 데이터 정의
    • 빅데이터 vs 공공데이터 vs 연구데이터 차이점
    • 디지털 혁신사회, 데이터의 실제적 가치
    • A.I와 데이터
    • 국내외 데이터 산업 현황 

 데이터 과학
    • 데이터 과학의 정의
    • 데이터 과학의 역사
    • 데이터 과학의 사례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3:30~16:30

  연구데이터
    • 연구데이터 생태계
    • 연구데이터 정의
    • 연구데이터 종류 및 형태
    • 연구데이터 공유의 중요성 및 가치
    • 국내외 연구데이터 정책 현황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
    •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
    • 데이터 품질 관리
    • 사례 – 텍스트 데이터 / 동영상 데이터

  데이터 과학 도구
    • 하둡, R, Python, TensorFlow
    • 인공지능 / 기계학습 / 딥 러닝
    • Kaggle / 기타 유용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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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AI 교육 DATA·AI 교육

-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한 의사결정방식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경쟁우위를 확보

-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및 기존 사업의 성숙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의사결정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 기법 및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

- 데이터 과학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이해
- 데이터 과학을 통해 구현된 사례들로부터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이해



05
데이터기반 기술사업 타당성 분석·평가

06
딥러닝(Deep Learning) 데이터 분석

3.24~25, 6.23~24, 10.20~21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서울 분원

정상가 : 30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240,000원 / 5인 이상 : 210,000원

1.19-21, 4.6-8, 7.6-8, 11.2-4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목적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사업타당성분석·평가 개요
    • 사업타당성분석·평가 정의
    • 사업타당성분석·평가 프로세스

 시장조사분석
    • 시장세그먼트와 타깃팅
    • 시장조사분석 Case Study
    • 시장분석 예측을 위한 데이터 활용 

13:30~16:30

 사업성과 측정과 분석
    • 사업화를 위한 자금의 조달과 사용
    • 재무적 성과분석 방법론
    • 재무적 성과분석 Case Study

 비용 측정과 관리　
    • 원가계산 방법론
    • 공헌이익과 CVP 분석
    • 원가관리 Case Study

2일차

09:30-12:30

 사업타당성 평가 방법론
    • 사업타당성평가의 목표
    • 사업타당성 평가 방법론 
    • 사업타당성 평가 Case Study 

 불확실 요인의 해결
    • Cash Inflow와 cash Outflow
    • 현금흐름 기간의 가정
    • 할인률 결정

13:30~16:30

 사업타당성분석·평가 Case Study
    • 사업타당성분석평가 어프로치
    • 유형별 사업타당성평가 Case  Study
    • 사업타당성분석·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활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딥러닝 실행환경 구축
    • 딥러닝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 파이썬 IDE 및 라이브러리 설치
    • 파이썬 코드 작성 및 실행

 딥러닝의 기본 동작 원리
    • 선형 회귀의 이해 및 회귀식 작성
    • 오차 확인하기와 오차 줄이기(경사하강법)
    • 로지스틱 회귀를 위한 활성화 함수

13:30~16:30

 인공신경망의 이해
    • 인공신경망을 통한 문제 풀이
    • 오차 역전파의 개념 및 인공지능 학습 단계 이해
    • 고급 경사 하강법으로 정확도 높이기

2일차

09:30-12:30

 딥러닝 기본 개념 이해
    • 딥러닝을 위한 모델 구성
    •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 다중 분류 문제 다루기

13:30~16:30

 CNN-기본 개념
    • 컨볼루션의 이해
    • 컨볼루션 인공 신경망 구축 및 이미지 필터링
    • 하이퍼 파라미터 다루기

3일차

09:30-12:30

 CNN-이미지 분류
    • 딥러닝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 전처리
    • 이미지 데이터 분류 및 예측
    • 이미지 분류를 위한 베스트 모델 만들기

13:30~16:30

 RNN-시계열 데이터 분석
    • 딥러닝을 위한 시계열 데이터 전처리
    • RNN 모델 구성 및 데이터 분석
    • LSTM 모델 구성 및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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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AI 교육 DATA·AI 교육

- 사업타당성분석·평가의 사전 기획력 제고
- 사업타당성분석·평가 프레임 워크 이해
- 사업타당성분석·평가 핵심 이론 습득
- 데이터 기반 유형별 사업타당성분석·평가 방법의 이해와 적용

- 딥러닝에 필요한 도구 및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
- 딥러닝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음
-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 분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



07
미래기술예측

08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초

4.28~29, 9.29~30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서울 분원

정상가 : 30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240,000원 / 5인 이상 : 210,000원

3.16~18, 7.20~22, 11.23~25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목적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미래예측 소개 
    • 미래예측 개념 및 목적 소개 

 국가 및 기업들의 미래예측 주요 사례
    • 국내외 미래예측 주요 사례 소개
    • 주요 기업들의 미래예측활동 소개

 미래예측 프로세스 소개
    • 다양한 예측 방법론 소개

13:30~16:30

 예측 역량 분석 및 예측 범위 설정
    • 핵심 예측 역량 분석
    • 미래 예측 주제 및 범위 설정 

 예측 프로세스 설계
    • 동인 분석 및 예측 방법론 선정
    • 예측 활동 운영 방법 설계
    • 예측 활동 후속 조치 설계

2일차

09:30-12:30

 미래환경 분석
    • 주요 동향 분석 방법론 소개 
    • 주요 동인의 도출과 트랜드 분석

 미래전망 및 유망영역 도출
    • 다양한 미래 상황 도출

13:30~16:30

 미래전망 및 유망영역 도출 (계속)
    • 다양한 미래 상황 도출(계속)

 시사점 및 전략제시
    • 시사점 및 전략 평가
    • 미래변화 대응 전략 도출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빅데이터 이해 및 활용사례 

 파이썬 환경 구축
    • 파이썬 이해
    • 실습환경 구축(Google Colaboratory)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1
    • 데이터 다루기(변수, 정수, 실수, 텍스트, 불리안)

13:30~16:30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2

    • 기초 문법 이해 및 활용(제어문, 반복문)

2일차

09:30-12:30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3

    • 기초 문법 이해 및 활용(함수)
    • 파일 입출력 이해 및 활용

13:30~16:30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모듈(라이브러리)

    • 데이터 분석 관련 라이브러리 이해 및 실습
    • 데이터 시각화 관련 라이브러리 이해 및 실습

3일차

9:30~12:30
 웹 데이터 수집 및 워드 클라우드를 통한 분석 및 시각화

    • 웹 데이터 수집
    • 워드 클라우드를 통한 웹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13:30~16:30
 공공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Data.go.kr 제공 교통사고통계 데이터 분석
    • Data.go.kr 제공 교통사고통계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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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AI 교육 DATA·AI 교육

- 미래전략수립과 미래유망사업영역 발굴을 위해 예측사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주요 미래예측방법 및 
국가/기업 차원의 주요 예측사례를 소개

- 기술예측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으로 팀별로 샘플을 활용한 미래예측 프로세스 설계 및 단계별 실습을 
실시

- 빅데이터 개념 및 활용사례를 이해
- 파이썬 언어의 기초문법을 살펴보고, 파이썬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시각화 관련 인기있는 

모듈(라이브러리)의 활용법을 실습을 통해 습득
-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웹 크롤러를 개발하고 워드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실습을 

통해 수행
-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실습을 통해 수행



09
산업시장환경분석

10
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3.23, 6.22, 10.19

09:30~16:30 교육일수 1 이수시간 6

서울 분원

정상가 : 1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120,000원 / 5인 이상 : 105,000원

2.15~17, 7.13~15, 11.9~11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목적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산업시장과 기업 분석  
    • 외부환경변화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부상)  
    • 빅데이터 활용 미래 산업시장과 기업 분석 필요성

 빅데이터 기초 및 분석방법론   

 빅데이터 활용 산업 및 시장 조사 분석 방법론   
    • 빅데이터 활용 산업 및 시장 분석 방법론 

13:30~16:30

    • 빅데이터 활용 산업 및 시장 분석 사례

 빅데이터 활용 기업 분석 방법론 
    • 빅데이터 활용 기업 분석 방법론
    • 빅데이터 활용 기업 분석 사례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R&D 경영기획
    • R&D 전략기획의 개요
    • 사업전략의 이해와 R&D전략과의 적합성 
    •  기술역량 분석 : 기술 분류체계, 기술역량 평가 및 자원배분 

13:30~16:30
    • 기술환경 분석 : 거시환경, 산업환경, 경쟁환경 분석방법
    • 기술예측 방법 : 기술예측조직 구축, 기술예측의 방법론
    • R&D전략 기획 : R&D 전략수립 및 자원 배분 

2일차

09:30-12:30

 R&D Project 관리 
    • 프로젝트 기획, 선정 및 평가기법
    • 프로젝트 진행과 진도관리 기법
    • 프로젝트 수행결과의 성과평가 기법과 관리방안 

13:30~16:30

 산업시장조사 방법론 
    • 시장조사의 기법과 절차 
    • 탐색적 조사, A&U, Gang Survey
    • CLT(central Location Test)
    • Conjoint Analysis, FGI
    • 수요 및 판매예측 기법    

3일차

09:30-12:30

 원가관리와 사업타당성 분석 
    • 원가경쟁력과 경영분석 실무
    • 원가의 기초와 표준원가와 차이분석 
    • 원가 조업도 이익(CVP)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NPV, IRR법)

13:30~16:30

 R&D 평가와 Risk Management
    • Risk Issue의 파악 및 평가·관리
    • Risk 평가를 위한 Guideline 
    • Score Card관리, Except Report
    • 종합정리 및 요약    

22   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 2022 교육안내   23

DATA·AI 교육 DATA·AI 교육

-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가 큰 이슈가 되면서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미래 산업시장과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도와 니즈에 대응

- 빅데이터 활용 미래 산업시장 및 기업 분석 방법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공공기관 담당자가 합리적인 기술사업화 의사결정과정을 이해

- 데이터 기반의 산업시장과 기업분석 실무를 이해

- 경영조직의 R&D 경영기획과 프로젝트 관리 및 평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의 이해와 합리적인 
방법론을 익힘으로서 R&D 경영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 연구기관 조직을 합리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R&D 
조직의 경영성과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론을 적용



11
이미지 분류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한  
전이학습 코딩 실습

12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 

2.22~24, 8.23~25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목적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KISTI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소개
(KI-Cloud, DataOn 등)
 윈도우즈에 텐서플로 설치하기

13:30~16:30
 주피터 노트북 기본 사용법
 파이썬을 이용한 기초 프로그래밍
 넘파이/판다스를 이용한 행렬 계산

2일차

09:30-12:30
 MLP/ANN/DNN/CNN/RNN 비교
 이미지 분류 학습용 데이터셋 준비
 필로우를 이용한 이미지 변환

13:30~16:30
 맷플롯립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이미지 분류 사전학습 모델 비교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3일차

09:30-12:30
 이미지 분류 전이학습 모델 만들기
 전이학습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전이학습 모델의 성능 평가

13:30~16:30
 종합 실습
 실습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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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I가 제공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용하여 코딩
- MLP/ANN/DNN/CNN/RNN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간단한 신경망 모델을 코딩
- 이미지 분류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전이학습 모델을 코딩하고, 성능을 평가

- 특허정보 기반 빅데이터를 전문가 및 비전문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데이터 정제, 분석 기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활용

- 정책입안자, 비즈니스 관계자, 연구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특허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다 쉽게 접근

5.17~18, 10.6~7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서울 분원

정상가 : 30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240,000원 / 5인 이상 : 210,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특허정보와 빅데이터 개요
    • 특허제도와 특허정보 개요
    • 특허정보 기반 빅데이터 분석 개요
    • 특허정보 빅데이터 사례 분석

13:30~16:30

 특허정보 빅데이터 정제 
    • 데이터 탐색
    • 데이터 가시화
    • 데이터 핸들링(데이터 엑세스, 병합, 변환 등)

2일차

09:30-12:30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

    • 특허정보 분석기법
    • 특허정보 사례 연구

13:30~16:30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 실습

    • 특허정보 빅데이터 정제 실습
    •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해석



13
파이썬(Python) 데이터 분석

14
KNIME 기반 기계학습 및 딥러닝 활용

2.9-11, 5.11-13, 11.9-11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4.13~15, 9.21~23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목적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파이썬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 파이썬 및 분석 라이브러리 설치
    • 파이썬 에디터 및 실행 환경 구축
    • 파이썬 기본 코드 작성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1
    •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 
    • 파이썬의 제어문 다루기

13:30~16:30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2
    • 모듈화 : 함수와 클래스
    • 예외 처리
    • 내장 함수와 외장 함수

2일차

09:30-12:30

 머신러닝 필수 라이브러리
    • 수치계산용 Numpy와 SciPy
    • 시각화용 Matplotlib, Pandas, MGLearn
    • 데이터 다루기 기본

13:30~16:30
 지도 학습

    • 지도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 분류와 회귀

3일차

09:30-12:30
 비지도 학습

    • 데이터 전처리 및 스케일링
    • 비지도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13:30~16:30

 데이터 엔지니어링
    • 범주형 데이터 다루기
    • 데이터 특성 변환
    • 모델 평가 및 성능 높이기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빅데이터 분석도구 KNIME 소개
    • 강의 소개
    • KNIME 설치 및 환경설정
    • KNIME 주요 기능 소개

13:30~16:30

 KNIME 기반 데이터 조작(data manupulation)
    • 데이터 탐색
    • 데이터 가시화
    • 데이터 핸들링(데이터 엑세스, 병합, 변환 등)

2일차

09:30-12:30
 기계학습 입문 

    • 기계학습 개요
    • 기계학습 이론

13:30~16:30

 KNIME 기반 기계학습 실습
    • 머신러닝 지도학습(ML Supervised Learning)
    • 머신러닝 비지도학습(ML Unsupervised Learning)
    • 머신러닝 자동화(ML Automation)
    • 머신러닝 해석(ML Interpretability)

3일차

09:30-12:30

 딥러닝 입문
    • 딥러닝 개요
    • 딥러닝 이론 (경사감소법, Backpropagation, 규제화 등)
    • 딥러닝 실습 (Deep Neural Network)

13:30~16:30

 KNIME 기반 딥러닝 활용
    • 영상분석을 위한 딥러닝 
      (CNN, Convolution Nerural Network)
    • 시계열 분석을 위한 딥러닝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 기타 활용예 (자연어 처리 분야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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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도구 및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파이썬 기반의 데이터 분   석 환경을 구축
-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를 활용
- 실용적인 머신러닝을 구축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

-  work flow 기반 모델링이 가능한 무료 SW인 KNIME 도구를 활용하여 전문가 및 비전문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데이터 전처리, 기계학습, 딥러닝 등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을 생성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활용

-  데이터의 혼합 및 변형, 모델링 및 시각화, 배포 및 관리, 데이터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서, 정책입안자, 
비즈니스 관계자, 연구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과학을 보다 쉽게 접근



15
Open SW 활용 연결망 분석 및 가시화

16
R 활용 데이터 분석

3.14~15, 9.19-20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서울 분원

정상가 : 30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240,000원 / 5인 이상 : 210,000원

2.16~18, 6.15~17, 11.16~18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목적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네트워크 분석의 기초 개념 

13:30~16:30  Gephi, VOSviewer, Pajek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 만들기 
및 실습

2일차

09:30-12:30  KnowledgeMatrix Plus를 활용한 데이터 정제와 네트워크 
가시화 실습

13:30~16:30  VOSviewer를 활용한 네트워크 가시화 실습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R 및 R studio설치, data loading
 원하는 데이터 접근 및 추출
 데이터 분석시 고려해야할 사항 4가지

13:30~16:30

 전처리의 중요성(garbage in garbage out) 
 Table1이란?
 모든 데이터분석의 시작: Table1 만들기 using R Package
 데이터 전처리 using dplyr

2일차

09:30-12:30
 표와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탐색: 탐색적 자료분석(EDA)
 Better Expression: Shiny, markdown, Tableau

13:30~16:30
 Summary statistics
 Visualization: 산점도, bar plot, wifi 지도 mapping, animation
 Markdown 만들어 배포하기

3일차

09:30-12:30
 가설 검정의 기본
 숫자형 데이터의 통계분석
 문자형 데이터의 통계분석

13:30~16:30
 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기타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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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Python, Java 등 별도의 코딩없이 공개 S/W를 활용해 네트워크 분석과 가시화의 기본 개념 숙지
- 네트워크 분석의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KnowledgeMatrix Plus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데이터를 직접 만들 

수 있음
- VOSviewer, Gephi, Pajek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과 가시화 실습을 수행

- R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데이터분석 분석뿐 아니라 통계분석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수행
-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사례를 익히며 실무 활용



17
R 활용 문헌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및  
가시화

18
R&D 기획 및 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3.16~18, 9.21-23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목적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네트워크 분석 기초 이론 
 네트워크형 데이터의 핵심 개념 

13:30~16:30
 R기반 데이터 처리를 위학 기본기 익히기
 서지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기초 실습 

2일차

09:30-12:30
 tidygraph, ggraph 등 패키지 기본 기능 익히기
 고급 데이터 처리 기법 확장 및 시각화 익히기 

13:30~16:30
 데이터 반입/반출 및 다양한 실습 문제 해결
 Web of Science 실제 데이터 처리 학습

3일차

09:30-12:30
 네트워크 데이터 기반 다양한 지표분석 기법
 고급 통계분석을 위한 처리 기법

13:30~16:3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텍스트 분석 기초 
 키워드 네트워크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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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of Science 등의 서지데이터(bibliographic data)에서 다양한 분석 요소(저자, 키워드 등)를 
추출하고 네트워크 데이터를 스스로 구성

- 네트워크형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한 데이터 처리 역량 제고  
- 고급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지표분석, 통계분석, 시각화 등의 기법 학습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시장의 관계 이해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실무적 기술시장 조사 및 분석 능력 향상
- R&D 기획과 기술사업화 실무형 전문가 양성

5.24, 10.27

09:30~16:30 교육일수 1 이수시간 6

서울 분원

정상가 : 1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120,000원 / 5인 이상 : 10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시장조사 개요 
    • 시장조사 개요/대상/과정  
    • 기술과 시장 

 시장 예측 및 분석(Ⅰ)
    • 환경 및 경쟁 분석
    • 시장수요예측(정성적 예측/정량적 예측)  

13:30~16:30

 시장 예측 및 분석(Ⅱ)   
    • 환경 및 경쟁 분석 
    • 시장수요예측(정성적 예측/정량적 예측  

 시장조사분석【실습】 
    • 웹사이트를 활용한 시장 조사 실습
    • 엑셀을 활용한 시장 예측 및 분석 실습



19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구축과 AI활용전략

4.6~8, 10.19~21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서울 분원

정상가 : 450,000원 / 2인 이상 및 학생 : 360,000원 / 5인 이상 : 315,000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내용

교육목적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해
    • 4차산업혁명 개요
    • 기반기술들의 분류 및 이해
    • 빅데이터 및 AI 기술 내용의 이해

13:30~16:30

 빅데이터 및 AI기술의 글로벌 동향
    • 글로벌 기술동향 개요
    • 선진국 기술동향(특허출원 동향 포함)
    • 한국기술과의 비교 및 국내기술개발과제   
    • 빅데이터 및 AI기술의 기술개발로드맵

2일차

09:30-12:30

 시장규모, 유망BM개발 및 주요국의 빅데이터AI육성정책 
    • 빅데이터 및 AI기술의 국내외 시장규모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유망사업 사례 및 BM개발
    • 글로벌시장 선점/확대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육성정책

13:30~16:30

 빅데이터 구축 전략과 실무
    • 유망 빅데이터의 유형 및 종류   
    • 빅데이터 구축 설계 
    • 빅데이터 구축 실무
    • 빅데이터 구축 사례(특허정보 빅데이터의 경우) 

3일차

09:30-12:30

 AI 알고리즘 개발 전략과 실무
    • 알고리즘 개발 개요   
    • 알고리즘 기획/설계, 개발방법론   
    • 알고리즘 개발 전략과 실무
    • 알고리즘 사례 소개

13:30~16:30

 사업화/활용의 사례 2(빅데이터/AI활용 R&D지원서비스)
    • 사례 개요
    • 사업화 전략 및 시스템 구축
    • 활용 및 마케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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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AI 교육

- 4차 산업혁명 실현/달성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및 AI 기술의 글로벌 기술개발동향,시장규모 및 전망, 
기술개발로드맵, 주요 국가들의 육성정책, 사업화/활용사례 등을 학습하여 한국 빅데이터/AI 산업의 
발전에 공헌

- 빅데이터 및 AI 기술의 주요 기술요소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전략과 요령을 익히고 
구축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사업화



HPC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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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리눅스(Linux) 실습

21
MPI(초급)

6.2~3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대전 본원

무료

4.8, 9.6

09:30~16:30 교육일수 1 이수시간 6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30

 리눅스 역사
 리눅스의 구조
 파일 계층 구조
 명령어 구조
 실습 시스템 접속

10:40~12:30

 명령어 모음
    • login, passwd, du, df
    • ldate, cal, who, whoami
    • lwhich, id, free, history, ls

13:30~14:30

 디렉터리 / 파일 관련 명령
    • cd, pwd, mkdir, rmdir
    • touch, cp, clear
    • cat, echo 
    • diff, file, head, tail, more
    • ln, wc, tar, gzip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14:45~16:30

 vi 편집기
    • vi 편집기 단축키
    • vi 편집기 편집 연습

 쉘 스크립트
    • 쉘의 종류
    • 쉘 스크립트 구조
    • 쉘 스크립트 작성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30

 교육 동기 및 MPI 소개
    • 왜 병렬인가?
    • 병렬성
    • 병렬 컴퓨터
    • OpenMP와 MPI 비교

10:40~12:30

 MPI 기초 I : Six-function MPI
    • MPI_Init, MPI_Finalize
    • MPI_Comm_size, MPI_Comm_rank
    • MPI_Send, MPI_Recv

13:30~14:30

 MPI 기초 II : P2P 통신
    • 블록킹 통신(MPI_Send, MPI_Recv)
    • 난-블록킹 통신(MPI_Isend, MPI_Irecv)
    • MPI_Wait, MPI_Test

 MPI 기초 IV : Persistent Communication

14:45~16:30
 루프 병렬화

    • 블록 분할, 순환 분할
    • 내포 루프의 분할

2일차

09:30~10:30

 집합 통신
    • 집합통신 이란?
    • MPI_Bcast, MPI_Ibcast
    • MPI_Gather[v], MPI_Igather[v], MPI_Allgather[v]

10:40~12:30
 집합 통신

    • MPI_Scatter[v], MPI_Iscatter[v]
    • MPI_Reduce, MPI_Allreduce

13:30~14:30
 집합 통신

    • MPI_Alltoall[v], MPI_Ialltoall[v]
    • MPI_Reduce_scatter

14:45~16:30

 Hands-on
    • Pi 예제
    • Linear Solver 병렬화
      (*상황에 따라 예제 내용 달라질 수 있음)

 Wra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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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 교육 HPC 교육

- 리눅스의 기본 구조 및 기본 명령어 사용 가능
- vi 편집기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작성법 학습
- 기본적인 쉘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방법 학습

- MPI 프로그래밍의 개념 이해
- MPI의 기본 통신 방식을 이해 및 사용 테크닉 전수
- 집합 통신 함수를 학습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수수
- Hands On을 통해 병렬화 기법을 익힘

선수지식
불필요

사용 SW
windows10,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선수지식
C/Fortran, 	
리눅스 기본 명령어

사용 SW
windows10,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22
MPI(고급)

23
OpenMP(초급)

5.9~10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대전 본원

무료

6.16~17, 11.7~8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00  실습시스템 접속 확인 및 자료 배포

10:00~12:00

 가상 토폴로지
    • 가상 토폴로지 개념
    • 가상 토폴로지 기본 함수
    • 가상 토폴로지에서의 이웃한 집합 통신

13:00~14:30

 단방향 통신
    • 메모리 윈도우
    • 메모리 윈도우 생성/해제
    • 일방향 통신 함수
    • 동기화 및 확장 함수

15:00~16:30

 병렬 입출력
    • 병렬 입출력 개념
    • 병렬 입출력 모델
    • 병렬 파일 열기/닫기
    • 병렬 파일 읽기/쓰기
    • 병렬 파일 포인터 이동

2일차

09:30-12:30

 루프병렬화/영역분할
    • 루프병렬화 및 예제 : 1D FDM
    • 루프병렬화 및 예제 : 2D FDM
    • 영역분할

13:00~14:30
 MPMD

    • Multiple Program Multiple Data

15:00~16:30
 자유 실습

    • Monte Carlo
    • 수치적분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30

 동기
    • 왜 병렬 계산인가?
    • 왜 OpenMP인가?

 교육 시스템 접속 및 환경 설정

10:40~12:30
 OpenMP 소개

    • 스레드 생성	  • 데이터 유효범위

13:30~14:30
 병렬 루프

    • 작업 분배

14:45~16:30
 동기화

    • critical, atomic, barrier, ordered
    • Reduction

2일차

09:30~10:30

 스레드 생성
    • Nested parallel

 작업 분할
    • Sections	  • Single
    • Master

10:40~12:30
 동기화

    • nowait
    • ordered/flush

13:30~14:30
 Schedule

    • static	  • dynamic
    • guided	  • runtime

14:45~16:30

 Task
    • task/taskwait

 OpenMP Performance Issue
    • Collapse / False Sharing
    • Dependency

 Hands-On
    • 수치 알고리즘의 OpenMP 병렬화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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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토폴로지를 이해 및 활용 능력 부여
- 단방향 통신 이해 및 동기화
- 병렬 입출력의 개념 이해 및 병렬 IO 사용법 습득
- 루프/영역 분할 및 MPI 구현
- MPI를 이용한 Multiple Program Multiple Data (MPMD) 구현

- OpenMP의 개념 이해
- OpenMP의 기초 문법을 이용하여 병렬 코드를 작성 가능
-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 부여
- 작업 분할과 동기화, 스케즐링을 할수 있는 기능 부여

선수지식
C/Fortran, 	
리눅스 기본 명령어, 	
MPI 기초 지식

사용 SW
windows10,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선수지식
C/Fortran, 	
리눅스 기본 명령어

사용 SW
windows10,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24
OpenMP(고급)

25
성능 최적화

3.10~11, 10.06~07

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서울 분원

무료

5.16~17, 10.10~11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30
 교육 실습 시스템 접속 및 환경 설정
 OpenMP 사용 정보 소개

10:40~12:30

 OpenMP 초급 Review
    • Working sharing
    • Task
    • Synchronization

13:30~14:30

 OpenMP 메모리 모델
    • 메모리 모델 이론
    • 메모리 사용 방법
    • flush

14:45~16:30

 Wavefront Algorithm 코드 실습
    • Gauss-Seidel Algorithm
    • Wavefront Algorithm
    • 코드 실습

2일차

09:30~10:30
 1일차 교육 Review
 Wavefront Algorithm 코드 체크

10:40~12:30

 OpenMP 코드 작성법
    • Race condition, Load balancing, etc
    • Data locality
    • Affinity

13:30~14:30

 OpenMP 5.0
    • SIMD Parallelism
    • Task extensions
    • 코드 실습

14:45~16:30

 OpenMP 5.0 실습
    • User Defined Reduction
    • etc
    • 코드 실습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30

 실습 시스템 접속 및 환경 설정 개요
    • 코드 최적화란/ 성능 측정
       - 시간 측정
       - 프로파일링
       - 컴파일러 최적화 옵션들

10:40~12:30

 현대 CPU 아키텍처
    • 파이프라이닝
    • 슈퍼스칼라 & SIMD
    • 메모리 계층 구조
    • 케시 메모리

14:45~16:30

 소스 코드 변경 
    • 소스 코드 변경 기법
    • 최적화 가이드라인
    • 클러터 제거
    • 루프 최적화

2일차

09:30~10:30

 벡터화 Ⅰ
    • 벡터화의개념
    • 벡터 처리
    • 벡터화를 위한 컴파일 옵션
    • 벡터화가 가능한 루프들

14:45~16:30

 데이터 의존성
    • 데이터 의존성 분류
    • 데이터 의존성 제거

 벡터화 Ⅱ
    • 벡터화의 방해 요소들
    • 벡터화에 영향을 주는 컴파일러 힌트들

 구조체의 배열 대 배열의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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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MP 코드 최적화를 위한 메모리 모델 이해
- 최신 표준인 OpenMP 5.0의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여 이용

- 과학계산 코드의 최적화 기법 이해.
- 프로파일링 방법, 컴파일러 최적화 옵션 사용법을 학습하고, 사용 능력 부여
- 코드 수정을 통한 최적화 기법을 익히고, 사용 가능 수준까지 테크닉 업그레이드
- vectorization 의미와 커맨드의 기능을 이해

선수지식
C/Fortran, 	
리눅스 기본 명령어, 	
OpenMP 기초

사용 SW
windows10,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선수지식
C/Fortran, 
리눅스 기본 명령어, 
CPU 구조

사용 SW
windows10,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26
슈퍼컴퓨터 활용(5호기) 및 실습

27
거대계산과학 응용을 위한 병렬컴퓨팅

3.23~25, 8.3~5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대전 본원

무료

4.7, 9.5

09:30~16:30 교육일수 1 이수시간 6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30

 개요
    • 슈퍼컴퓨터란?
    • 성능 결정요인
    • 병렬컴퓨팅
    • 성능 측정 및 TOP500

10:40~12:30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소개
    • KISTI 슈퍼컴퓨터 역사
    • 누리온 시스템 구성 및 성능
    • HW 구성 및 특징
    • SW 리스트
    • 시스템 접속 방법 

13:30~14:10

 기본 환경
    • 실습 시스템 접속
    • Linux 기초
    • 프로그램 도구 설치 현황
    • 환경 모듈(Environment Module) 사용법
    • 작업 디렉터리 및 쿼터 정책

14:20~15:50

 작업 스케줄러를 이용한 작업 관리
    • 누리온 스케줄러 정책
    • 스케줄러(PBS) 명령어
    • 작업 제출 실습(Job Script 작성)
    • 작업 관리

16:00~16:30  병렬파일시스템 및 버스트버퍼의 이해와 활용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강의 소개
    • 병렬컴퓨팅 소개
    • 슈퍼컴퓨터 5호기 소개 및 거대계산과학

 병렬컴퓨팅 및 병렬알고리즘
    • 데이터/영역/작업 분할
    • 병렬 알고리즘 소개

13:30~15:30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슈퍼컴퓨터 활용

    • 기계학습 개요
    • 응용연구 소개 및 데모

2일차

09:30~12:30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바이오 연구
    •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개요
    • 응용연구 소개 및 데모

 DFT를 이용한 나노 소재 연구
    • DFT 개요
    • 응용연구 소개 및 데모

13:30~16:30

 입자물리 계산과학 
    • 입자물리와 거대 컴퓨팅 활용 연구 소개  
    • 입자물리 MC 시뮬레이션 및 툴 킷 소개 

 Geant4 시뮬레이션 
    • 입자와 물질과의 상호 작용 정밀 시뮬레이션 소개
    • 슈퍼컴퓨터 프로파일링 결과와 모의 시뮬레이션 시연

3일차

09:30~12:30

 바이오·의료 거대계산 활용
    • 바이오·의료분야 빅데이터 소개
    • 바이오·의료분야 거대계산 병렬컴퓨팅 활용사례

 단백질분야 병렬컴퓨팅 활용
    • 단백질분야 데이터 소개
    • 단백질분야 병렬컴퓨팅 분석 알고리즘 소개

13:30~16:30
 병렬 파일 입출력 

    • 병렬파일시스템 및 버스트버퍼
    • 병렬IO 라이브러리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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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컴퓨터의 개념 및 병렬컴퓨팅의 이해
- KISTI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시스템 구성 이해
- 누리온 시스템에서 Job Script를 작성하여 작업 제출/수행/관리

- 병렬컴퓨팅이 필요한 다양한 계산과학분야에 대한 소개
- 계산과학응용문제의 대규모스케일 확장을 위한 병럴컴퓨팅 기술
- 누리온 및 HPC 시스템에서의 병렬컴퓨팅 활용 기술

선수지식
리눅스 기초

사용 SW
Linux,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선수지식
OpenMP/MPI 기초 지식, 
수치해석

사용 SW
windows10,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28
고성능 네트워킹과 양자암호통신

29
C 언어

5.3~04, 11.3~4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대전 본원

무료

6.22~24, 11.23~25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30

 환경 설정 및 소개
    • 교육 시스템 접속 및 환경 설정
    • C언어 소개
       - C언어 소개 및 특성
       - C언어 프로그램 기본 구성
       - printf/scanf 함수의 기본적 이해

10:30~12:30

 변수와 연산자
    • 연산자
       - 연산자를 이용한 프로그램 구현
    • 변수
       - 데이터 저장
       - 데이터 입력

13:30~15:00
 반복문

    • while문	  • do~while문
    • for문

15:00~16:30

 조건문
    • if문과 else문
    • 루프의 생략과 탈출: continue & break
    • switch문	  • goto문

2일차

09:30~10:30
 함수

    • 함수의 정의와 선언	  • 변수의 범위
    • 재귀적 함수 호출

10:30~12:30

 구조체
 포인터와 배열(1)

    • 1차원 배열	  • 포인터의 이해
    •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	  • 포인터와 함수에 대한 이해

13:30~15:00

 포인터와 배열(2)
    • 다차원 배열	  • 포인터의 포인터
    • 다차원 배열과 포인터	  • 함수 포인터와 void 포인터
    • 구조체와 포인터

15:00~16:30
 Hands-On

   • FEM Mesh file Read/Write
   • Sparse linear Solver(*상황에 따라 예제 내용 달라질 수 있음)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1:30

 고성능 네트워크 설계 및 시스템(1)
    •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최적화된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

(ScienceDMZ)    
    • 전용 데이터 전송 시스템(DTN)

12:30~14:30
 고성능 네트워크 설계 및 시스템(2)

    •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perfSONAR)

14:30~16:30

 고성능 데이터 전송 툴, Globus 서비스
    • Globus online 서비스 개요
    • GCS/GCP를 이용한 전송환경 구축
    • 종단포인트간의 전송 및 활용

2일차

09:30~12:30

 SDN 인프라 구축 및 응용기술
    • SDN 기본 개념 및 구조
    • 오픈소스 기반 SDN 인프라 구축
    • 가상망 슬라이싱 응용 및 5G+ 활용 사례

13:30~16:30
 신뢰기반 디지털 ID 관리 기술

    • SAML 및 OIDC 표준 인증기술 개요
    • Identity Federation 개요

3일차

09:30~11:30

 양자암호통신 기술 1 :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양자정보 이론 기초
    • Qubit, Bloch-sphere representation
    • 양자상태 중첩, 얽힘, 측정
    • Holevo bound and no-cloning theorem

12:30~14:30

 양자암호통신 기술 2 : QKD 프로토콜과 구현기술
    • 양자키분배의 원리
    • BB84 QKD (편광 인코딩/위상 인코딩 구현)
    • 그 외의 DV-QKD 프로토콜 (DPS, COW 등)
    • MDI 프로토콜, Twin field 프로토콜

14:30~16:30

 양자암호통신 기술 3 : 양자키관리 표준화 동향 및 구축기술
    • 양자키관리 표준화 동향
    • 양자키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양자키 기반 데이터 전송 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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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화된 네트워크 설계 기법(ScienceDMZ), 모니터링 툴(perfSONAR), 전용 
데이터 전송 시스템(DTN)에 대한 학습

- 고성능 데이터 전송 툴(Globus)을 이용한 고속전송 환경구축 및 활용 방법을 학습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술의 개념과 인프라 구축 및 응용기술 학습
- 신뢰기반 디지털 ID 관리 기술 습득
- 양자암호통신 동작 이론 및 기술 습득

- C언어 문법을 이해
- 간단한 예제를 통한 기본적인 코딩 가능
- C언어 코드 컴파일 역량 획득

선수지식
불필요

사용 SW
windows10,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30
CUDA

31
Fortran

4.21~22, 9.29~30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대전 본원

무료

3.29~30, 6.14~15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30
 실습 시스템 접속 및 환경 설정
 CUDA 소개

10:40~12:30

 병렬 프로그래밍 소개
 이기종 프로그래밍 소개
 CUDA 코딩을 위한 기본 C 문법 소개
 예제 맛보기

    • Hello World 예제
    • Pi 계산 예제

13:30~14:30

 GPU 아키텍처
    • NVIDIA GPU
    • Grid/Thread Block/Warp
    • GPU Architecture
    • Device Query 예제

14:45~16:30

 CUDA Programming 1
    • CUDA Programming 개요
    • CUDA Threads 계층 구조
    • CUDA Kernel 작성
    • GPU 메모리 구조

2일차

09:30~10:30

 CUDA Programming 2
 CUDA 실행 모델
 Parallel reduction

    • CUDA를 이용한 Pi 계산

10:40~12:30

 공유 메모리
    • 행렬 곱 예제

 Multi-GPU Programming
 MPI + CUDA

14:45~16:30

 Hands-On
    • cuda library 실습
      - cuBLAS / cuSolver / cuFFT / cuRAND
        (*상황에 따라 예제 내용 달라질 수 있음)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30

 교육 시스템 접속 및 환경 설정
 Fortran 90/95 소개

    • Fortran 소개 및 특성
    • Fortran  프로그램 단위, 구조
    • Fortran 문법 소개

10:40~12:30

 변수 선언
    • 정밀도 선택

 Fortran 제어문
    • 관계 및 논리 표현 
    • IF statement / Select case statement
    • Do loop / While statement

13:30~14:30
 Array

    • Fortran 배열
    • 배열 관련 용어/함수
    • 배열 연산 / Array Sections

14:45~16:30

 Procedure
    • Subprogram
    • Interface block / Internal Procedure
    • Subroutine / Function
    • Pure/Elemental/Recursive Property

2일차

09:30~10:30  프로그램 실행 환경
    • 명령행 인자 / 환경 변수 조회

10:40~12:30

 Array Arguments
    • - 배열 인자
    • Explicit Shape/Assumed-Size/Assumed-Shape
    • 사용자 정의 array-valued 함수

 Derived Type
    • 유도 타입 / Supertypes

13:30~14:30  Derived Type
    • 유도타입 할당 / 유도 타입과 배열

14:45~16:30

 모듈
    • 모듈 : 글로벌 데이터 / Public, Private 객체
    • 모듈 : 프로시저 / 유도 타입 선언
    • 모듈 Overloading(Generic 프로시저)

 Fortran pointer
 파일 I/O
 Hands-On

    • FEM Mesh file Read/Write
    • Sparse linear Solver (*상황에 따라 예제 내용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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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U 아키텍처 이해
- 이기종 프로그래밍의 개념 이해
- CUDA의 기본 개념 이해 및 코드 작성 가능한 테크닉 부여
- MPI와 CUDA를 함께 사용 가능

- Fortran 90 문법 이해
- 변수 선언의 의미 이해
- 배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수를 코딩에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 부여
- 간단한 예제를 통한 기본적인 코딩을 할 수 있고, 코드를 읽을 수 있는 테크닉 습득
- Fortran 코드 컴파일 테크닉 학습

선수지식
C언어, 리눅스 기본 명령어

사용 SW
windows10,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선수지식
C/Fortran, 
리눅스 기본 명령어, 
CPU 구조

사용 SW
windows10, putty, 	
누리온 실습 계정



32
Hybrid(OpenACC+MPI)

33
NVIDIA GPU Hackathon Bootcamp

5.24~25, 10.18~19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1차) 2.14~15: AI for Science / (2차) 4.4~5: N ways to GPU
(3차) 6.27~28: Bioinformatics / (4차) 8.22~23: Deepstream

09:00~16:00 교육일수 대면(2), 비대면(3) 이수시간 대면(12), 비대면(18)

서울분원 또는 외부시설 또는 온라인(Zoom)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0:30

 실습 시스템 접속 및 환경 설정
 동기

    • 병렬 프로그래밍
    • GPU Computing

10:40~12:30

 GPU 시스템 환경 확인
 PGI compiler options
 예제 맛보기

    • Pi 계산 예제
 GPU Computing

13:30~14:30
 GPU Computing

    • offload 계산 방식 이해
    • NVIDIA GPU architecture

14:45~16:30

 OpenACC 1
    • OpenACC 소개
    • 환경 변수
    • Directives

2일차

09:30~12:30

 OpenACC 2
    • Directives
      - Compute Constructs
      - Loop Constructs
      - Combined Constructs
      - Data Environment
      - Procedure Calls

13:30~14:30
 비동기 거동

    • Runtime library
    • Multi-GPU

14:45~16:30

 MPI+OpenACC
 Hands-On

    • Mandelbrot
    • CUDA library 사용 실습(cuBLAS / cuSolver / cuRand)
      (* 상황에 따라 예제 내용 달라질 수 있음)

 Warp up

교육내용 일차 내용

AI for Science

 (기간) 2.14~15 
    • 클러스터 연결
    • [강의] GPU 컴퓨팅 입문
    • [강의] AI 입문
    • [강의·랩] CNN Primer와 Keras 101
    • [강의·미니 챌린지] Tropical cycle detection (트로피칼 사이클 검출)
    • [미니 챌린지] Steady flow estimation (정상유동 예측)

N ways to GPU

 (기간) 4.4~5
    • 클러스터 연결
    • [강의] GPU 컴퓨팅 입문
    • [강의·랩] OpenMP와 OpenACC 
    • [강의·랩] CUDA C 프로그래밍
    • 미니 코드 챌린지

Bioinformatics

 (기간) 6.27~28
    • 클러스터 연결
    • [강의] Parabricks(파라브릭스) 입문
    • [강의·랩] Parabricks Pipeline(파라브릭스 파이프라인)
    • [강의·랩]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위한 RAPIDS 

Deepstream 

 (기간) 8.22~23
    • 클러스터 연결
    • [강의] DeepStreamSDK 입문
    • [강의·랩] gstreamer & DNN 
    • [강의·랩] multi Stage DNN 
    • [강의·랩] multistream
    • 미니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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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 교육 HPC 교육

- GPU 아키텍처 이해
- 이기종 프로그래밍의 개념 이해
- OpenACC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테크닉 부여
- MPI와 OpenACC를 함께 사용 능력 부여

- NVIDIA GPU 해커톤에 참가하기 전 필요한 지식을 습득
- GPU 컴퓨팅 및 AI 입문 수준의 지식 습득
- KISTI와 NVIDIA 인프라를 활용한 hands-on 랩 및 미니 챌린지 완수

선수지식
C, Fortran, 	
리눅스 기본 명령어

사용 SW
windows10, putty, 	
뉴론 실습 계정

선수지식
C, C++, 리눅스 기초, 	
HPC 활용 기초,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초, 
인공지능 기초, 	
로보틱스 기초 이론

사용 SW
C 언어



출연연 통합 교육

34. 인공지능 기술 활용

35.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36. 바이오(단백체) 빅데이터 분석

37. 재난재해 빅데이터 분석

38. 천문우주 빅데이터 분석

39. 스마트교통 빅데이터 분석

40. 공간데이터 활용 딥러닝 예측

KISTI
Science
Data
Education
Center

2022 Curriculum Guidebook

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 
2022 교육안내



34
인공지능 기술 활용

35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4.13~15, 7.6~8, 10.12~14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대전 본원

무료

3.21~22, 5.25~26, 9.21~22, 11.21~22

09:30~16:30 교육일수 2 이수시간 12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의 변화 (기술 트렌드)
    • 인공지능의 발전사
    • 머신러닝의 부상과 인공지능의 재탄생
    •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비즈니스

13:30~16:30

 인공지능 및 산업 응용
    • 데이터와 빅데이터, 컴퓨팅과 고성능 컴퓨팅
    •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해
    •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
    • 차세대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1일차

09:30~12:30

 인공지능 기초 
    •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
    •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
    • 선형 회귀 분석
    • 뉴럴 네트워크

13:30~16:30

 인공지능 기초 실습
    • 선형 회귀 분석 
    • 뉴럴 네트워크의 구성
    •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과 평가
    • 기타 고급 주제들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기상·기후 정보 소개 및 실습

    • 기상/기후 정보 개요
    • 실습준비

13:30-16:30

 기상·기후 예측 모델링
    • 예측 정보 개요
    • 예측 방정식
    • 예측 모델링 및 예측 자료 특징
    • KISTI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예측 모델링 실습 (optional)

2일차

09:30-12:30
 기상·기후 관측

    • 기상·기후 관측
    • 관측 데이터 특징 및 활용

13:30-16:30

 기상·기후 분석  
    • 자료동화 개념 소개
    • 분석 데이터 특징 및 활용
    • KISTI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가시화 및 분석 실습 준비

3일차

09:30-12:30
 기상·기후 분석 실습 I

    • 예측/분석 자료 가시화
    • 예측 자료 특성 분석

13:30-16:30

 기상·기후 분석 실습 II
    • 관측 자료를 활용한 예측 검증
    • 사례 중심 자료 분석
       *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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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통합 교육 출연연 통합 교육

-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의 최신 기술 습득
-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딥러닝, 초연결, 초지능의 기술혁명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해
- 인공지능의 최신 기술과 응용 사례 제시

- 전통적으로 축적된 전지구 기상 및 기후 데이터의 의미와 종류별 특성 이해
- 기상재해 사례에 대한 기상 및 기후 데이터와 KISTI 슈퍼컴을 활용하여 모델링 결과 분석 

선수지식
-

사용 SW
-

기타사항
비전공 대학원생(석사) 	
수준으로 강의 진행 함

선수지식
슈퍼컴퓨터 이해 및 활용 

사용 SW
기상 모델링 도구

기타사항
-



36
바이오(단백체) 빅데이터 분석

37
재난재해 빅데이터 분석

4.18~20, 6.29~7.01, 10.19~21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대전 본원

무료

4.4~6, 7.11~13, 11.09~11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질량 분석 기반 단백질 분석 (1)

    • 펩티드 서열 분석 소개
    • 펩티드 서열 분석 방법

13:30-16:30
 질량 분석 기반 단백질 분석 (2)

    • 펩티드 서열 검증 방법
    • PTM 분석 방법

2일차

09:30-12:30
 딥러닝 서열 분석 (1)

    • RNN & Attention

13:30-16:30
 딥러닝 서열 분석 (2)

    • Transformer

3일차

09:30-12:30
 딥러닝 서열 분석 (3)

    •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13:30-16:30
 딥러닝 서열 분석 (4)

    •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기상 빅데이터 개요 및 이해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13:30-16:30
 인공지능 기반 강수예측
 결과 검증 및 분석

2일차

09:30-12:30
 GIS 개요 및 공간정보 이해와 활용
 오픈소스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기초

13:30-16:30
 GIS기반 데이터 시각화 개요 및 이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 작성

3일차

09:30-12:30
 오픈소스 검색 플랫폼 소개
 시공간 빅데이터 전처리

13:30-16:30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결과 분석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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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통합 교육 출연연 통합 교육

- 질량 분석기반 단백질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딥러닝 활용에 대한 기초 습득 - 재난재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려는 이슈에 따라 다양한 분석 계획 수립
- 재난재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별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
- 주어진 상황과 재난재해 데이터 성에 따른 적합한 방법론 탐색 및 데이터 분석

선수지식
Tandem mass 
spectrometry, 파이썬, Keras, 
Deep learning

사용 SW
파이썬, Keras

기타사항
-

선수지식
파이썬, 딥러닝 라이브러리
(Pytorch 또는 TensorFlow) 

사용 SW
파이썬, NCL, 
ELK(ElasticSearch/
Logstash/Kibana), QGIS, 
Tableau Public

기타사항
-



38
천문우주 빅데이터 분석

39
스마트교통 빅데이터 분석

3.28~30, 6.20~22, 8.29~31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대전 본원

무료

5.11~13, 9.5~7, 11.14~16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개요
    • 컴퓨터 비전

13:30-16:30
 딥러닝 알고리즘의 이해

    • CNN 계열
    • RNN 계열

2일차

09:30-12:30

 딥러닝에서의 데이터
    • 빅데이터의 중요성
    • 데이터셋
    •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준비

13:30-16:30

 천문우주 빅데이터의 이해
    • 천문우주 빅데이터 개요
    • 데이터 포맷 이해 및 해독
    • 영상 데이터의 통계적 의미

3일차

09:30-12:30
 딥러닝 기본 실습

    • 환경설정
    • 딥러닝 모델 사용해 보기  

13:30-16:30

 태양 이벤트 검출 실습
    • 딥러닝 모델 선정 및 설정
    • 입력데이터 변환
    • 모델 학습하기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교통 데이터 소개 및 활용 연구    
 판다스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13:30-16:30
 교통 데이터 분류(Classification) 
 교통 데이터 시각화    

2일차

09:30-12:30
 도심지 교통량 데이터 소개   
 RNN 모델과 교통량 예측  

13:30-16:30
 차량 통행 속도 데이터 소개   
 LSTM 모델과 장기 예측 

3일차

09:30-12:30
 교통 CCTV 데이터 소개  
 YOLO 모델과 사물 탐색  

13:30-16:30
 교통 데이터 활용한 실전 문제  
 스마트교통 문제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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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통합 교육 출연연 통합 교육

- 천문우주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려는 이슈에 따라 다양한 분석 계획 수립
- 천문우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
- 주어진 상황과 천문우주 데이터 특성에 따른 적합한 방법론 탐색 및 데이터 분석

-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려는 이슈에 따라 다양한 분석 계획 수립
-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별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
- 주어진 상황과 교통 데이터 특성에 따른 인공지능 방법 적용 및  스마트 교통 데이터 분석

선수지식
파이썬 및 통계 이해

사용 SW
파이썬 라이브러리, 
TensorFlow v2

기타사항
-

선수지식
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과학 
이해

사용 SW
파이썬, 판다스, TensorFlow 
라이브러리

기타사항
-



40
공간데이터 활용 딥러닝 예측

3.16~18, 6.8~10, 9.14~16

09:30~16:30 교육일수 3 이수시간 18

대전 본원

무료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내용 일차 시간 내용

1일차

09:30-12:30
 GIS 및 원격탐사 이론 소개

    • GIS 개요 및 응용
    • 원격탐사 개요 및 응용

13:30-16:30

 GIS S/W 소개 및 실습
    • GIS S/W 소개
    • 딥러닝 실습 데이터 소개
    • GIS S/W 실습

2일차

09:30-12:30
 기계학습 이론 및 활용 소개

    • 기계학습 이론 소개
    • 기계학습 활용 소개

13:30-16:30
 기계학습 실습

    • 기계학습 S/W 소개
    • 딥러닝 알고리즘 코드 소개 및 실습

3일차

09:30-12:30
 산사태 공간예측 실습

    • 산사태 공간 예측 실습
    • 산사태 취약성도 작성 실습

13:30-16:30

 홍수 공간예측 실습 I
    • 홍수 공간 예측 실습
    • 홍수 취약성도 작성 실습
       *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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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통합 교육

-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원격탐사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계학습 중 CNN, LSTM 등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측 

- 산사태, 홍수 등 지질재해 등 예측

선수지식
기본 프로그래밍 지식

사용 SW
GIS SW, 기계학습 구현 SW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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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DMP(Data Management Plan)

42
NTIS 활용(2021 개정)

온라인

2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3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연구데이터의 개요 

    • 연구데이터의 배경과 필요성
    • 연구데이터의 개념

2
 연구데이터의 국내외 현황

    • 해외국가별 현황
    • 국내 현황

3

 공동관리규정 개정내용
    • 데이터관리계획(DMP)이행 체계
    • 데이터관린계획(DMP)서식
    • 연구데이터 실적 보고 및 PMS 연계
    • 전문기관 활용예시

4

 고려사항
    • 거버넌스
    • 연구데이터 공유정책
    • 데이터관리계획(DMP)
    • 가이드라인
    • 인프라- 리포지터리

5

 DMP 이행방안
    • DMP 이행 절차 및 내용
    • 해외 DMP 사례
    • 국내 DMP 사례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란?

2
 R&D정보찾기01
 R&D정보찾기02

3  R&D 데이터 분석·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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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연구데이터의 배경과 필요성, 개념에 대한 이해 도모
- 국내외 연구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현황 파악
- 데이터관리계획(DMP) 이행 체계 및 서식 이해
- 연구데이 공유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숙지
- 데이터관리계획(DMP)의 이행 절차 및 국내외 사례 이해

- 국가 R&D 사업과제·인력·수행기관·연구개발·성과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NTIS의 활용 방법을 습득
- R&D 정보 검색방법에 대한 이해 도모
- R&D 데이터 분석방법 및 활용방안 숙지



43
R 기초

44
데이터 과학 기초

온라인

11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3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데이터분석
    • 데이터분석
    • 입력 데이터와 출력데이터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프로세스
    • 방법론
    • 데이터 전처리와 인코딩
    • 회귀분석과 분류

2
 R 프로그래밍 준비 및 기초(H5p아코디언)

    • 라이브러리 설치 예제

3
 데이터분석 환경설정

    • 데이터 분석 환경
    • R

4

 R 데이터 
    • R 데이터 타입
    • 벡터형 데이터와 요인형 데이터

 R 연산자와 데이터 프레임
    • R 연산자
    • 행렬
    • 데이터 프레임

5
 회귀분석

    • 회귀분석의 두가지 유의성 감정
    • 자료의 유형과 가정

 회귀분석의 분류
    • 단순 회귀 분석
    • 다중 회귀방정식

6

 데이터 분석
    • 데이터 불러오기 및 전처리
    • Train and Test Dataset Split 
    • Multiple Linear Regression 
    • Predict and comparing output data

 데이터 가시화
    • 데이터 가시화 도구
    • 머신러닝에서의 가시화 의의

7

 R을 이용한 딥러닝 예제실습
    • 계산과학 데이터 기반 딥러닝 적용사례
    • 적용사례
    • Keras와 Tensorfl	ow를 이용한 딥러닝 예제
    • SDR Rest API를 이용한 학습데이터 편집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데이터
    • 데이터 정의
    • 디지털 혁신 사회, 데이터의 실제적 가치
    • A.I와 데이터
    • 국내/해외 데이터 산업 현황

2

 데이터 과학
    • 데이터 과학의 정의
    • 데이터 과학의 역사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3

 연구데이터
    • 연구데이터 정의
    • 연구데이터 종류 및 형태
    • 연구데이터 공유의 중요성
    • DMP – 구조/의미/중요성

4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

    •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
    • 데이터 품질관리

5

 데이터 과학 도구
    • Hadoop, R/R Studio, Python, TensorFlow
    •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 러닝
    • Kaggle
    • 유용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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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기초 통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R을 이용하여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습득
-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도모
- R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그래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습득
- R을 이용한 데이터처리, 함수, 요약통계, 확률, 검증 및 분석 학습
- R을 이용한 딥러닝 예제실습을 통한 활용 능력 배양

- 데이터의 정의와 데이터에 대한 실제적 가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국내외 데이터 산업 현황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해

- 데이터 과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 과학의 역사와 사례를 통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 연구 데이터 생태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연구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지

기타사항
출연연 AI통합교육과정에 포함

기타사항
출연연 AI통합교육과정에 포함



45
파이썬 기초

46
인공지능 기초

온라인

9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3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파이썬에 대한 이해 및 데이터 처리
    • 프로그래밍 언어란
    •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
    • 파이썬 코딩하기
    • 데이터 다루기1-변수/정수/실수
    • 데이터 다루기2-math 모듈활용/ 텍스트 다루기/ 비트 다루기

2

 자료구조 및 프로그램 문법이해
    • 파이썬의 자료구조
    • 프름 제어 기초 문법
    • 분기문

3

 자료구조 및 프로그램 문법이해(2)
    • 반복문
    • 분기문/반복문 활용실습
    • 함수
    • 모듈
    • 패키지

4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해 및 활용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해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활용

5
 예외처리 이해 및 활용

    • 예외처리 이해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실습 환경 구성
    • Anaconda 설치
    • 텐서플로우 설치
    • 주피터 노트북 설치

2

 텐서플로우(TensorFlow) 기본
    • 텐서플로우 기본 구조
    • 텐서플로우 동작 방식 이해
    • 데이터 타입 및 기본 함수

3

 기계학습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 회귀와 분류 개념
    • 선형 회귀 개념 및 실습
    • 이진 분류 및 다항 분류 실습

4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 뉴런과 인공 신경망 이해
    • 기계학습과 딥 러닝 개념
    •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이미지 분류 실습
    • 딥러닝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실습

5

 CNN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 컨볼루션의 이해
    •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개념
    • 합성곱 신경망 구축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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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프로그램밍 언어의 개요 이해 및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
- 파이썬의 사용법 및 기본 문법 이해 및 실습
- 파이썬 모듈 이해 및 실습
- 가시화/병렬화를 위한 모듈 실습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예외처리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배양

-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
- 텐서플로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현
- 기계학습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의 개념 이해, 실습을 통한 숙지
-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 분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
- CNN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의 개념 이해, 합성곱 신경망 구축 실습을 통한 숙지

기타사항
출연연 AI통합교육과정에 포함

기타사항
출연연 AI통합교육과정에 포함



47
리눅스(Training Course)

48
슈퍼컴퓨터 이해와 활용

온라인

6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3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리눅스 시스템(서버) 접속
    • 리눅스 시스템의 이해
    • 리눅스 시스템(서버) 접속
    • 시스템 정보 및 사용자 정보 확인

2

 리눅스 기본 명령어 1
    • 명령어 구조와 매뉴얼
    • 리눅스 디렉터리 구조
    • 파일 속성
    • 리다이렉팅

3

 리눅스 기본 명령어 2
    • 파일 관련 명령어
    • 자원 상태 확인 명령어
    • 리눅스 명령어 실습

4

 vi 에디터 사용법
    • vi 에디터
    • vi 에디터 명령어
    • vi 에디터 실습

5
 쉘 스크립트 1

    • 쉘 스크립트 작성
    • 쉘 스크립트 실행

6
 쉘 스크립트 2

    • 조건문
    • 반복문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슈퍼컴퓨터에 대한 이해
    • Supercomputer
    • Performance
    • Parallel Computing
    • Top 500

2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Nurion) 소개

    • KISTI Supercomputer
    • Nurion System

3

 누리온을 통한 작업 수행(스케줄러 사용법)
    • Batch Job Scheduler
    • Nurion Queue
    • PBS Command
    • Job Script Creation
    • Interactive Job Submit

4

 병렬파일시스템 및 버스트 버퍼 이해
    • Supercomputer�s Main Components
    • NurionStorage Confi	guration(PFS, Burst Buff	er)
    • Parallel File System
    • NurionStorage User Quota & Policy
    • Burst Buff	er 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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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슈퍼컴퓨터 초보자를 위한 리눅스의 기본 구조 및 기본 명령어를 익힘
- 슈퍼컴퓨터 터미널의 문자 환경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
- vi 텍스트 편집기의 사용법 숙지
- 쉘 스크립트의 기초 이해

- 슈퍼컴퓨터의 개념을 이해
- 슈퍼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정의하는 TOP 500과 병렬 컴퓨팅에 대한 이해
- 현재 도입되어 있는 슈퍼컴퓨터 5호 누리온 시스템의 구성, 접속 방법, 성능 이해
- 누리온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케줄러 작업을 사용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한 계산 노드의 작업 실습
- 병렬파일시스템을 이해하여 새로운 스토리지 레이어인 버스트 버퍼 활용

기타사항
출연연 AI통합교육과정에 포함



49
초보자를 위한 슈퍼컴퓨터 사용자 가이드

50
GPU Programming with OpenACC

온라인

1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3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슈퍼컴퓨터 접속 방법(Mac)

2  슈퍼컴퓨터 접속 방법(Windows)

3  슈퍼컴퓨터 모듈 사용 방법

4  작업 스크립트 작성 방법

5  작업 제출 방법

6  Conda 활용 방법 

7  뉴론 작업 스크립트 작성 방법

8  파일 전송 방법(리눅스)

9  뉴론 작업 제출 방법 

10  인터렉티브 작성 방법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Parallel Computing And Accelerators ‒ OpenACC

    • What is can do and What is can�t do in OpenACC
    • Why you need to use GPU

2

 Introduction to OpenACC
    • What is OpenACC?
    • How Else Would We Accelerate Applications?
    • Cases & Example Code
    • Data dependencies on Loops
    • Data Mouvement

3
 Using OpenACC with CUDA

    • 3Ways to Accelerate Applications
    • Example

4
 Advanced OpenACC and OpenMP 4.0

    • OpenAcc vs. OpenMP

5
 Advanced OpenACC and OpenMP 4.0

    • Advanced OpenACC
    • Targeting the Architecture(But Not Admit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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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슈퍼컴퓨터 접속, 모듈 사용 방법 숙지
- 작업 스크립트 작성 및 제출 방법 숙지
- 뉴론 작업 스크립트 작성 방법 및 파일 전송 방법 숙지
- 뉴론 작업 제출 및 인터렉티브 작성방법 숙지

- 병렬 컴퓨팅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 OpenACC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 쿠다(CUDA)를 통한 OpenACC 활용법 이해
- OpenACC의 고급 활용방안 숙지
- OpenMP 4.0의 OpenACC 활용능력 배양



51
딥러닝 이해하기

52
D3�js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온라인

4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4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딥러닝(Deep Learning)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발전사가 궁금해요�

3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알아볼까요?

4  딥러닝 기본수학이란 무엇일까요?

5  딥러닝 시대의 도래, 신경망(Neural Network) 알고리즘으로 이해해 봅시다�

6  딥러닝의 기원, 퍼셉트론(Perceptron)에 대해 알아볼까요?

7  신경망 알고리즘 계층 구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8  단일 퍼셉트론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9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란 무엇일까요?

10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과 오차 역전파(Back Propagation)란 무엇일까요?

11  오버피팅(Over Fitting)에 대해 알아볼까요?

12  다중 퍼셉트론(MLP, Multi Layer Perceptron)에 대해 알아볼까요?

13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이란 무엇일까요?

14  다중 퍼셉트론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15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16  RNN(Recurrent Neural Network)과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알아봅시다�

17  강화학습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18  딥러닝을 활용한 자율주행기술을 만나봅시다�

19  글로벌 IT 공룡기업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20  XAI(eXplainable AI)란 무엇일까요?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인가?

2  HTML5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하기

3  �20대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시각화

4  �범죄율 지도� 데이터 시각화

5  OpenMP 4.0 OpenACC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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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딥러닝의 개념과 학습방법에 대해 설명
- 다중 퍼셉트론의 구조와 동작방식에 대해 설명
- CNN, LSTM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
- 딥러닝의 다양한 활용사례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
- 글로벌 IT 기업의 전략 및 기술 동향

-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개념 이해
- D3.js를 활용하여 분석된 빅데이터를 시각화
- HTML5, SVG 등의 웹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렉티브한 그래픽을 만들어 활용
- 시각화 실습을 통한 데이터 시각화 능력 배양
- OpenMP 4.0 OpenACC를 활용한 분석방법 숙지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53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54
분석용 데이터 탐색

온라인

20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15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머신러닝 개요와 종류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학습 및 평가

3  과적합의 의미  일반화의 의미

4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할 절차

5  데이터 샘플링  R프로그램 활용

6  지도학습 모델 소개  R을 활용한 지도학습 모델 실습

7  kNN 알고리즘 소개  kNN 알고리즘 활용 사례

8  SVM 알고리즘 소개  비선형 특징 분류

9  의사결정트리 개요  의사결정 방법

10  나이브베이즈 분류 개요  스팸 메일 판단하기

11  은닉 마르코프 모델 개요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한계점 및 활용

12  자율학습 모델 소개  R을 활용한 자율학습 모델 실습

13  k평균 클러스터링 개요  k평균 클러스터링 활용

14  DBSCAN 클러스터링 개요  R을 활용한 DBSCAN 클러스터링 실습

15  계층적 클러스터링 개요  계층적 클러스터링 수행 절차

16  강화학습 개요  강화학습 수행 절차

17  인공신경망 개요  인공신경망 수행 방법

18  범주형의 성능 평가  연속형 성능 평가와 오분류 확인

19  R에서 성능 평가 준비  R에서 성능 평가 실행

20  머신러닝 적용 프로세스  머신러닝 적용 사례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데이터 표본 추출 및 자료 측정

2  기초 통계기법 활용

3  데이터 분석 기법 선정

4  데이터 분석 모형 설계

5  데이터 분석 모형 구축

6  데이터 분석 모형 검증

7  데이터 분석 모형 보정

8  분석 데이터 식별 및 변환

9  데이터 정제 절차 수행

10  데이터 변환

11  분석용 데이터 마트 적재

12  데이터베이스 관리

13  데이터 품질 검증

14  데이터 무결성 및 개인정보 보호

15  분석 모델 검증을 위한 데이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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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머신러닝의 개요와 종류에 대한 이해 도모
-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고 적용 절차를 계획
- 수립된 분석 계획에 따라 필요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
- 데이터 분석 결과를 문서화하고 전달
-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념 이해 및 활용방법 숙지

-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기법을 선정
- 분석 목적과 요건, 데이터 특성을 기반으로 적합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선정
-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 활용 및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변환
- 정제된 데이터셋을 분석도구에 맞도록 적재, 적재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숙지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55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56
빅데이터 분석 기획

온라인

20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11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비즈니스 목표 분석

2  빅데이터 분석의 통계적 기법

3  빅데이터 분석 방법

4  데이터 분석 요건 

5  프로젝트 수행 방안

6  프로젝트 WBS 수립

7  프로젝트 소요기간별 인원 설계

8  프로젝트 필수 산출물 정의 및 프로젝트 평가 위원회 구성

9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및 품질

10  필요 데이터 수집 경로 및 데이터 유형

11  데이터별 정보 활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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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데이터 시각화의 정의와 환경 설정방법 숙지
- R을 활용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시각화
- 빅데이터 그래프의 개념 및 시각화에 필요한 코딩 작업 수행
- 모션그래프 패키지 등 시각화 패키지 활용능력 배양
- 위치정보와 연계한 시각화 기법 숙지

- 빅데이터 분석 기획, 즉 업무 도메인으로부터 과제를 도출하고 목표를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방법을 학습

- 분석 요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목표가 포함된 빅데이터 요건 정의서를 토대로, 분석의 기본정보, 
성과측정의 기준, 데이터 정보, 데이터 적용성 판단 등의 내용을 기술한 기획의도가 명확히 담겨 있는 분석 
목표 정의서를 작성

차시 학습내용

1
 데이터 시각화 정의
 데이터 시각화 환경 설정
 데이터 시각화 자료 수집

2
 빅데이터 정의 및 프로그램 종류
 RStudio UI 분석
 RScript 실습

3
 모션 그래프 패키지
 미세먼지 모션 그래프 실습
 지도 시각화 패키지

4
 고수준 그래픽 함수
 저수준 그래픽 함수
 그래픽 함수 실습

5
 색상 함수
 RcolorBrewer 함수
 기타 색 관련 모수

6
 데이터 시각화 함수
 산점도 함수
 선형 회귀 함수 실습

7  안전지도 데이터 시각화
 안전지도 데이터 시각화 실습

8
 서울시 공공 위치정보 시각화
 서울시 공공 WIFI정보 시각화
 서울시 공영주차장 시각화

9
 전국 상권 현황 시각화
 창업데이터 시각화
 그래프 알고리즘 실습

10
 비정형 데이터
 N사� 영화 리뷰 분석
 D사� 영화 리뷰 분석

차시 학습내용

11
 HTML5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CSS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별점표 시각화

12
 CSV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SVG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JSON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13
 막대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이벤트 만들기
 CSV 그래프 그리기

14
 상호작용 개념 익히기
 마우스 이벤트 시각화
 인터랙티브(상호작용) 시각화

15
 간단한 연산 및 변수 시각화
 꺾은 선 그래프 시각화
 농작물 기상 데이터 시각화

16
 시계열 분석 시각화
 연도별 데이터 수집 
 연도별 데이터 시각화

17
 GIS를 활용한 시각화
 공휴일 이용차량 시각화
 차종별 교통량 시각화

18
 실시간 데이터 수집
 자동차 민원 데이터 시각화
 세탁기 민원 데이터 시각화

19
 차트 갤러리
 상호작용 차트
 게이지 차트 시각화

20
 데이터 시각화 툴
 웹기반 시각화 툴
 JS 시각화 라이브러리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57
빅데이터 수집 1

58
빅데이터 수집 2

온라인

18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18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빅데이터의 이해

2  전문용어로 보는 빅데이터

3  데이터의 분류와 종류

4  데이터의 분류와 종류

5  데이터 탐색 개요

6  데이터 수집 개요

7  데이터 수집 절차와 방법

8  데이터 분석의 개요 및 방법론

9  개인정보 비식별화

10  데이터 수집 기술 및 동향

11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12  로그 데이터의 수집

13  웹 페이지 데이터의 수집 : 크롤링(Crawling)

14  센서 데이터의 수집

15  데이터 저장 기술

16  하둡(Hadoop)

17  맵리듀스(MapReduce)

18  깃허브(GitHub)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R을 사용한 데이터 수집

2  아파치 스쿱(Apache Sqoop)

3  아파치 플룸(Apache Flume)

4  하둡 척와(Hadoop Chukwa)

5  스플렁크(Splunk)

6  아파치 카프카(Apache Kafka)

7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

8  페이스북 스크라이브(Facebook Scribe)

9  텍스트 마이닝

10  OLAP 분석 이해하기

11  군집분석 이해하기

12  사례기반 추론 이해하기

13  연관성분석 이해하기

14  인공신경망

15  데이터 검증

16  SNS 데이터 수집 따라하기

17  R 크롤링 따라하기

18  R을 이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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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빅데이터의 기본개념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이해 도모
- 분석 목표 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할 데이터의 종류, 크기, 보관 방식, 

수집 주기를 파악하여 세부 계획에 반영
-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 소스, 확보 비용, 데이터 이관 절차를 조사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식을 세부 계획에 반영

-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내·외부에서 검토하고 수집 주기 및 방법을 결정하고 데이터 수집 세부 계획에 
따라서 내·외부의 데이터를 수집

- 내·외부 원천 데이터와 수집된 데이터의 건수 및 크기를 비교하여 검증
- 수집된 내·외부 데이터를 위한 저장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 변환, 융합하고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하고 검증
- 검증한 결과에 대하여 데이터 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59
빅데이터 처리 1

60
빅데이터 처리 2

온라인

15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15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개요

2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 전략 

3  빅데이터 처리 준비

4  빅데이터 처리 인프라 및 S/W 구성

5  빅데이터 처리 인프라 및 S/W 활용

6  빅데이터 처리 방식 및 솔루션

7  빅데이터 처리 계획 및 환경 수립

8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H/W 구성

9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S/W 구성

10  하둡 코어 구성

11  하둡 에코 시스템 개요

12  하둡 에코 시스템 - 데이터 수집

13  하둡 에코 시스템 - 유지 관리

14  하둡 에코 시스템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15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맵리듀스 프레임워크

2  빅데이터 분산 저장 구조

3  HDFS에 파일 저장하기

4  맵리듀스

5  맵리듀스 소스코드 분석하기

6  맵리듀스 작업 실행하기

7  피그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8  피그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9  하이브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10  하이브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11  스트림 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산 시스템 처리

12  스파크 대화용 프로그램 실행하기

13  스파크 응용 프로그램 실행하기

14  스파크 스트리밍

15  스파크 스트리밍 작업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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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수집 데이터의 크기, 생성속도, 빈도에 따른 빅데이터 처리 전략, 방침과 목표 수립
- 빅데이터 처리 전략, 방침, 목표에 따라 빅데이터 처리 기술 적용을 위한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의 수집, 정의, 검토
- 빅데이터 처리 전략, 방침, 목표, 요구사항, 수행 자원, 일정, 범위에 따라 빅데이터 처리 계획서 작성

- 수집 데이터의 크기, 생성 속도, 빈도에 따른 빅데이터 처리 전략, 방침과 수집 데이터의 크기, 생성 속도, 
종류에 따라 분산병렬처리 모델을 정의

- 분산병렬처리 모델에 따라 데이터의 분산 저장 구조를 정의하고, 분산파일시스템에 블록단위로 데이터를 
저장

- 정제한 데이터를 저장소에 저장하여 목적하는 응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응용 뷰(View)를 작성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61
사례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62
인공지능 1

온라인

4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18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빅데이터 왜 분석해야 할까?

2  속닥속닥 비정형데이터 분석하기

3  사물인터넷 정형데이터를 부탁해~

4  빅데이터 지도데이터 활용하기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인공지능의 기초 이해 - 인공지능의 소개

2  인공지능의 기초 이해 - 인공지능의 발달사

3  에이전트의 소개 - 에이전트 정의 및 지능형 에이전트

4  에이전트의 소개 - 에이전트 환경과 에이전트 아키텍처

5  에이전트의 소개 - 다양한 에이전트 아키텍처

6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 - 상태 공간과 탐색 문제(1)

7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 - 상태 공간과 탐색 문제(2)

8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 - 다양한 탐색 문제와 탐색 전략

9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 - 문제 해결과 탐색 알고리즘

10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 - 탐색 트리와 탐색 알고리즘

11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 - 너비 우선 탐색과 균일 비용 탐색

12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 - 깊이 우선과 깊이 우선 반복 심화 탐색

13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 - 양방향 탐색, 주요 탐색 전략 비교

14  경험(지식)기반 탐색 - 휴리스틱 탐색법과 최적·최고 우선 탐색

15  경험(지식)기반 탐색 - 탐욕적 탐색과 A* 탐색

16  경험(지식)기반 탐색 - 적대적 탐색

17  경험(지식)기반 탐색 - 게임 트리의 탐색

18  지식 표현과 논리 - 지식 표현과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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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빅데이터 분석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도모
- 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 분석 사례를 통한 분석방법 숙지
- 사물인터넷 정형데이터 분석 사례를 통한 분석방법 숙지
- 빅데이터 지도데이터 분석 사례를 통한 분석방법 숙지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R 프로그래밍을 통해 데이터를 다루고 편집하는 방법을 숙지

- 인공지능의 개념 및 발달사에 대한 이해 도모
- 인공지능에서 활용하는 지식과 추론에 관한 이론과 학습관련 이론을 이해
-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문제 해결 전략과 알고리즘 사례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인공지능의 탐색을 통한 문제 해결 알고리즘 이해
- 인공지능의 경험(지식) 기반 탐색, 지식 표현과 논리에 대한 이해 도모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63
인공지능 2

64
텍스트 데이터 분석

온라인

21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온라인

16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지식 표현과 논리 - 명제 논리

2  지식 표현과 논리 - 기호 논리(1)

3  지식 표현과 논리 - 기호 논리(2)

4  지식 표현과 논리 - 술어 논리

5  지식 표현과 논리 - 지식 표현 언어와 일차 논리(1)

6  지식 표현과 논리 - 지식 표현 언어와 일차 논리(2)

7  지식 표현과 논리 - 논리 도출과 논리 프로그래밍

8  의미 네트워크와 온톨로지 - 지식의 유형과 의미 네트워크

9  의미 네트워크와 온톨로지 - 온톨로지

10  의미 네트워크와 온톨로지 - 프레임 이론과 오브젝트 지향

11  계획 수립 - 계획 수립과 알고리즘

12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시스템(1)

13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시스템(2)

14  불확실 환경에서 추론_확률적 추론 - 확률적 추론

15  불확실 환경에서 추론_확률적 추론 - 베이즈 이론

16  불확실 환경에서 추론_확률적 추론 - 퍼지 이론

17  기계 학습 - 학습과 학습 시스템

18  기계 학습 - 다양한 학습에 대한 이해

19  뉴럴 네트워크

20  유전자 알고리즘

21  자연어와 자연 언어의 생성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텍스트 데이터 분석 기법 소개
 KoNLP를 이용한 자연어 형태소 분석

2  텍스트 문장의 수집
 텍스트 데이터 파싱 및 스테밍 기술

3  조건에 따른 키워드 추출
 특정 단어 추출하기

4  단어-문서 행렬 변환 기술(TDM)
 R을 이용한 TermDocumentMatrix 분석

5  말뭉치 빈도수 분석
 TF-IDF를 이용한 연관 관계 분석

6  텍스트 데이터 분석 활용 전략
 텍스트 분석 프로세스

7  텍스트 데이터 분석 기법
 텍스트 데이터 분석 절차

8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텍스트 데이터 산출물 사전 계획

9  토픽별 필요 단어 분류

10  긍정·부정 감성분석 사전 만들기
 R을 활용한 감성분석 및 SNA 분석

11  텍스트 데이터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
 텍스트 데이터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실습

12  텍스트 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하기
 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기법들

13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 모델 기획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하기

14  공공 데이터 분석
 공공 데이터 분석 실습

15  분석 목적 인사이트 도출
 R로 하는 분류 기법 실습

16  예측 및 데이터 평가
 예측 분석 및 평가 방법

84   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 2022 교육안내   85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인공지능에서 활용하는 지식과 추론에 관한 이론과 학습관련 이론을 이해
-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문제 해결 전략과 알고리즘 사례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인공지능의 논리 도출과 논리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도모
- 인공지능의 의미 네트워크와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 도모
- 기계 학습, 뉴럴 네트워크, 유전자 알고리즘, 자연어와 자연언어의 생성 과정 이해

- 조직 목표와 전략 및 방침에 따라 텍스트 분석 필요성을 판단하여 텍스트 분석 전체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관리

- 분석 대상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 문맥 및 목적에 적합한 텍스트 분석 기법과 절차를 판단
-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에 적합한 분석 방법론과 산출물을 사전 계획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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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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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료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 육 비

교육목적

교육내용 차시 학습내용

1
 가설과 오류
 모집단과 표본설정
 확률분포와 검정통계량
 유의수준과 신뢰구간

2
 확률밀도함수와 확률질량함수
 척도와 변수에 따른 통계분석 방법과 종류
 독립성 검정과 적합도 검정

3
 빅데이터 처리 기술
 빅데이터 분석 도구와 활용
 데이터 시각화의 사용

4
 상관분석의 개념
 상관분석의 특징
 R을 이용한 상관분석

5
 회귀분석의 개념
 회귀분석의 특성
 R을 이용한 회귀분석

6
 분산분석의 개념
 분산분석의 특성
 R을 이용한 분산분석

7
 주성분분석의 개념
 주성분분석의 예시와 활용
 R을 이용한 주성분분석

8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개념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예시와 활용
 R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9
 예측분석의 개념
 예측분석의 예시와 활용
 R을 이용한 예측분석

10
 군집화의 개념
 군집화의 예시와 활용
 R을 이용한 군집화

차시 학습내용

11
 파생변수의 개념
 파생변수의 예시와 활용
 R을 이용한 파생변수 실습

12
 앙상블 기법의 개념
 앙상블 기법의 종류와 활용
 R을 이용한 앙상블 기법

13
 예측 오차의 개념
 예측 모델 종류별 적합도 평가 방법
 R을 이용한 예측 모델 성능 평가

14
 교차 유효성의 개념
 교차 유효성 검사의 종류
 R을 이용한 예측 모델 성능 평가

15
 컨퓨전 매트릭스의 개념
 컨퓨전 매트릭스의 이용
 R을 이용한 컨퓨전 매트릭스 분류 모델 
성능 평가

16
 ROC 곡선의 개념
 ROC 곡선의 사례와 활용
 R을 이용한 ROC 곡선 이용 분류 모델 
성능 평가

17
 분류 모델과 내부 평가
 데이터 셋의 분류와 활용
 모델 평가의 절차와 과정

18
 분석 알고리즘의 이해
 시스템 적용까지의 분석 모형 개발 절차
 검증 완료 모델 운영시스템의 적용

19
 생명주기의 개념
 정보시스템 생명주기
 분석 모델 시스템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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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 기획, 즉 업무 도메인으로부터 과제를 도출하고 목표를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방법을 학습

- 분석 요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목표가 포함된 빅데이터 요건 정의서를 토대로, 분석의 기본정보, 
성과측정의 기준, 데이터 정보, 데이터 적용성 판단 등의 내용을 기술한 기획의도가 명확히 담겨 있는 분석 
목표 정의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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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본원

- KISTI 대전 본원 융합콘텐츠동(구.별관) 1층 교육장
- KISTI 대전 본원 키움관 1층 교육장

주소 및 연락처

대전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본원 
T. 042)869–086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 분원

- KISTI 서울 분원 1층 제1교육장, 제2교육장
- KISTI 서울 분원 별관 3층 교육장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한국과학정보기술연구원 서울분원 
T. 02-3299-6119

�� 대중교통 ��

버스
104번, 121 버스 → 유성구청 정류장 하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까지 약 
802m도보(약 12분 소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도착

지하철
월평역 3번출구 → 육교까지 약 248m 이동(한밭대로) → 우측으로 191m 이동 
→ 다리를 지나 직진으로 500m 이동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도착

�� 자동차 ��

대덕밸리 톨게이트
대덕밸리 톨게이트 나와 좌회전 → 곧이어 굴다리 아래로 지나며 사거리에서 
직진 (연구단지방면) → 대덕 롯데 호텔에서 우회전 → 직진 → 엑스포 과학공원 
(대덕대교) 에서 우회전 → 국립과학관 지나 3km → KAIST 정문진입 → 좌회전 
→ 250m지나면 우측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도착

유성 톨게이트
유성톨게이트 나와 우회전 사거리 우회전 → 우측진행 충남대학교 정문 
(좌측방면)에서 직진 (좌측방면의도로임) → 유성구청 KAIST 정문진입 좌회전 
250m지나 우측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도착

�� 대중교통 ��

버스
• 		201, 1226 버스 → 세종대왕기념관 정류장하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까지 약 348m 걷기(약 5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 도착
• 		273, 3216 버스 → 한국과학기술원 · 흥릉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까지 약 348m 걷기(약 5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 도착

지하철
• 2호선 - 청량리역 2번출구(우체국방면) → 현대코아 버스정류장까지 

약 171m 걷기 → 파란색버스 201(현대코아) 승차 → 세종대왕기념관 
정류장하차 → 세종기념관 앞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약 87m 이동(회기로) → 
오른쪽 방향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까지 약 100m 이동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 도착

• 6호선 - 고려대(종암)역 3번 출구 → 고려대역삼거리까지 약 71m이동(종암로) 
→ 산들에꽃누름 지나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 → 세종회관 앞 횡단보도까지 
약 87m이동(회기로)→ 세종기념관 방면으로 횡단보도 이용 → 약 87m 
진진(회기로) →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정문 통과(도로 우측에 위치) → 
언덕을 올라와서 안쪽에 큰 전광판이 있는 건물

�� 자동차 ��

청량리 방면
동대문에서 청량리 방면 → 청량리역 교차로에서 좌회전 → 국립산림과학원 
앞 삼거리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우회전(경희대방향) → 15m 진입 후 우측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입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서울분원 도착

고려대학교 방면
고대에서 미아리 방향으로 가다가 국립산림과학원 방향으로 우회전 
→ 국립산림과학원을 지나 직진 → 15m 진입 후 우측으로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입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서울분원 도착

기타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STEP 제공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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