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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입문자를 위한 파이썬의 입문 가이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머신러닝, 사물 인터넷(IoT),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직관적이고 간결한 문법의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예제 중심으로 학습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학생과 파이썬 초보자를 위한 파이썬 입문용 교육교재이
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가운데 가장 쉽고 강력한 파이썬의 기초 내용부터 변수, 반복문, 
자료구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탄탄한 활용까지 장별로 강화된 연습문제와 실무 프로젝트 
등 규모 있는 프로그램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 3가지 요약
코딩의 개념을 깨우치고 데이터 분석 및 웹 개발의 시작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완벽 가이드 

코딩을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학생도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문법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방금 배운 내용의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성 실습문제 43개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응용 능력을 높여주는 279개 연습문제

이 책을 미리 따라한 베타테스터의 한마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이썬의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프로그래밍에 문
외한인 입문자가 연습하고 공부하기에도 딱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활용도가 높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 책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법이 필요하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예시 코드를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하니, 파
이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 단원마다 연습문제가 있어 직접 풀어보며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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