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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9년 10월 재 우리나라에 개설된 데이터과학 교육과정의 황을 분석하기 해 먼 , 
데이터과학 분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 데이터과학 분야 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한 분석을 
진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개설된 80개의 교육과정과 2,041개의 교과목을 상으로 학문 역 특징 
기반 분석, 데이터 문가 역량 기반 분석과 교과목명 내용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터과학 
공 교육은 기술과 직업 실무  보다는 학문  근을 바탕으로 한 연구 심의 문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통계  분석 역량을 심으로 많은 교과가 개설되었고, 정보기술, 통계학, 경 학을 심으로 한 학제  
특성이 교육과정에 반 되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data science curriculum in Korea as 

of October 2019,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prior studies on the curriculum in the data science 

field and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data professional. This study was conducted on 80 curricula 
and 2,041 courses, and analyzed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s; 1)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data science domain, 2) the analysis of key competencies in data science, 3) the content analysis 

of the course titles. As a result, data science program in Korea has become a research-oriented 
professional curriculum based on an academic approach rather than a technical, vocational, and 
practitional view.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courses were established with a focus 

on statistical analysis competency, and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s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statist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were reflected in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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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   필요성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이란 실제 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해 통계, 데이터 분석, 기

계 학습  련 방법을 통합하는 개념(Hayashi 

1998)으로, 과학  방법론과 알고리즘,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구조화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통찰력을 추출하는 학제 

간 분야를 말한다(Dhar 2013). 즉,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의, 문제 해결을 한 데이터의 

수집․처리․분석 방법,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추론 등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측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이를 해 다양

한 학문분야의 이론과 기법의 융합이 요구되는 

학제  성격의 학문분야라 할 수 있다. 

지식 리 에서 조직의 효율  운 을 

한 과학  의사결정은 늘 심의 상이었고, 

데이터의 효과  수집과 분석은 이를 한 주된 

방법이 되어왔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이 발 하

고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데이터로 축 되

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과학  의사결정을 뒷받

침해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고, 이로 인해 

규모 데이터를 과학 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문

 근법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과학 역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학문은, 어느 날 

새롭게 출 한 것이 아닌, 기존의 다양한 학문

들이 규모 데이터에 한 효율  분석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서로 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분

야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 명의 핵심 기제인 빅데이터 련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차세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정보기술 심의 경쟁구

도에서 유리한 치를 선 하기 해 련 

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세계 으로 요한 

가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반 

학원 과정을 심으로 련 문인력을 양성

하는 교육과정의 개설  운 을 시작한 이래

로 빠른 양  성장을 통해 2019년 재 80개의 

학부  학원 과정에서 련 인력을 양성하

고 있다. 이러한 빠른 성장은 데이터 련 문

인력 양성에 한 사회  요구를 반 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  성장과는 별개로 교육의 내용  

측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 이 연구에서는 2019년 재 우리나라에 개

설된 데이터과학 교육과정의 황을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하여 먼  선행연구에서는 데

이터과학 분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기존 연구

와 데이터과학 분야 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

에 한 분석을 진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에 개설된 80개의 교육과정을 상으로 

학문 역 특징 기반 분석, 데이터 문가 역량 

기반 분석과 교과목명 내용 분석을 실시하 다. 

 

2. 선행연구

2.1 데이터과학 공 황  교과목 분석

데이터과학 공 황  교과목을 분석한 

연구는 국외와 국내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정리

하 다. 

Gil(2014)은 컴퓨터 로그래  련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을 두어 데이터과학

의 기본 개념을 교육하고 데이터 심의 연구 

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  과정을 이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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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자 하 다. 한 향후 그들이 컴퓨터 공학자

들과 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교육

과정에 WINGS 워크 로우 시스템을 도입하

다. 워크 로우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

라 데이터 처리, 후처리, 시각화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단계에 거쳐서 학생들이 처리해야 할 

임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올바른 데이터 분석 방

법을 설정했는지에 한 검증도 제공하 다.

Lyon 등(2015)은 데이터 큐 이션의 업무

를 주로 하는 데이터 사서, 데이터 리자  

큐 이터, 데이터 아키비스트 등의 채용에서 

제시되는 직무분석표와 고를 교육과정에 매

핑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그들은 데이터 사

서, 데이터 리자  큐 이터, 데이터 아키비

스트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메타데이터 생

성  리 능력, 연구데이터 리  구조에 

한 이해 능력, 특정 도메인에 한 문지식

과 데이터에 한 이해 능력, 통계분석 실행 능

력 등을 제시하 다.

Zhang 등(2017)은 국 내 데이터과학 교

육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 으며, 국 

내 데이터과학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문

헌정보학 학부과정부터 박사과정에 이르기까

지 데이터 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Thoma와 Urban(2018)은 도서 의 데이터 

문가를 배출하기 해 문헌정보학 학원의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그

들은 105명의 데이터 문가에게 문헌정보학 

학원 교육과정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한 

데이터 문가의 성과를 상 리자들이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들은 

장 경험을 포함하고 정보 환경에 맞게 변화된 

MLIS 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데이터 큐

이션 분야에 진출할 때 매우 유리하다는 것

을 확인하 다. 특히 데이터 큐 이션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데이터와 련된 별다른 교육

을 받지 않았다면 MLIS 로그램이 크게 도움

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iSchool과 

LIS의 로그램이 데이터 센터나 데이터과학 

학  로그램과의 트 십을 구축하여 몰입

형 실무 교육(immersive embedded practical 

education)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강지혜의 연구(2016a)에서는 69개 iSchool

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련 교과가 어떻게 제공

되고 있는지를 악하고, 국내 교과와 비교하여 

방향성을 제시하 다. 그는 iSchool이 건강, 기

술, 바이오 분야를 비롯한 련 분야로 그 교과 

역을 확장하는 것에 반해, 국내 교과에서는 인

학문과 융합하려는 상이 활발하게 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

고 리할 것인지에 한 역 역시 iSchool이 

집 하는 분야인데, 일반 인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리, 데이터 보안 등에 을 둔 교과

가 제공되고 있었다. 데이터를 장하는 방식

에 한 교과 분류는 ‘데이터베이스' 련 교과

의 비 이 높았으며, 비슷한 비 으로 통계와 

분석법이 제공되고 있었다(강지혜 2016b). 

유사라(2018)의 연구에서는 정보 리터러시

와 련된 인지과정 심 교육모형(Bloom's 

taxonomy), 사서 직무교육 내용, 디지털 큐

이션 등에 한 최근 연구들을 바탕으로 메타

리터러시 역량을 도출하 다. 웹3.0 정보환경

의 상황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비  사고 

능력과 정보 신기술의 응 능력을 확장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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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리터러시 개념을 기 으로 문헌정보학 

공 학 커리큘럼을 분석․비교하 으며, 미래

지향  비 사서의 문성 배양 측면에서 강

조되어야 할 공 교과목을 진단하고 커리큘럼 

개선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이상철(2019)은 Conway나 빅데이터 참조모

델의 핵심역량을 참고하여 교과과정 로드맵을 

제안하 다. 그는 빅데이터과학의 핵심역량을 분

석 역량, 기술 역량, 경  역량으로 설정하여, 학

부 1학년의 공기  교과목으로 기 수학, 통계

학개론, 컴퓨터사고와 SW 코딩, 경 학개론 등

을 제시하 다. 2학년의 공기본 교과목은 R통

계분석, 빅데이터 랫폼(하둡), 마 원론 등

이며, 3학년 공심화 교과목은 이션 기계학습, 

빅데이터 시각화, 인사  재무 리 등이고, 마지

막 4학년 공실무 교과목은 빅데이터 애 리틱

스, 빅데이터 캡스톤 디자인, 빅데이터와 윤리경

, 빅데이터 비즈니스모델 등이었다.

기존 연구들은 데이터과학의 교육과정 분석

을 교과목 분석으로 그 범 를 축소하여 근

하 다. 데이터과학의 교과목 분석은 학과 

학원을 구분하는 학문 계나 체 인 학습

내용, 학 구성원간의 력, 장학습을 다 포

함하지는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  학

원의 체 인 교육과정을 분석하 다.

2.2 데이터과학 역량 분석

본 장에서 다룬 선행연구는 데이터 문가에

게 필요한 역량과 데이터과학 생명주기의 로

세스별 핵심 개념 분석으로 나 어 진행하 다. 

먼 , 데이터 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

룬 연구를 연 순으로 정리하 다. 

이명호의 연구(2016)에서는 국내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양성을 한 데

이터 사이언스 로그램의 교과과정을 분석하

다. 해당 연구의 분석 상은 국내 7개 학교

와 미국의 10개 학교로 삼았으며, 총 14개의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이 학원 심으로 운

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명호의 연구(2016)

에서는 Conway의 데이터 사이언스 역으로 

총 272개 과목을 분류하 으며, 그 결과 국내, 

미국 모두 수학  통계 지식 역의 교과목이 

각각 10%,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은 데이터 과학자가 

갖추어야 될 역량으로 기반 역량(Foundation 

Coverage), 기술 역량(Technology Coverage), 분

석 역량(Analysis Coverage), 사업 역량(Business 

Coverage) 등 총 네 가지 역으로 분류하 고, 

해외 학(원) 과정에서도 이러한 역량들을 바

탕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고 설명하 다.

Zawadzki(2014)는 데이터 과학자가 갖추어

야 할 역량으로 수학  통계(Math & Stat), 

로그래   데이터베이스(Programming & 

Database), 도메인 지식과 소 트 스킬(Domain 

Knowledge & Soft Skills), 커뮤니 이션  시

각화(Communication & Visualization) 등을 

제시하고 각각의 세부사항을 정의하 다. 수학 

 통계는 기계학습, 통계 모델링, 클러스터링 

등과 같은 데이터 분석에 을 두었고, 로

그래   데이터베이스는 Hadoop과 같은 

로그램 언어나 SQL, NoSQL 등과 같은 데이

터베이스 처리 언어에 집 하 다. 도메인 지

식과 소 트 스킬은 업무에 한 열정이나 데

이터 그 자체에 한 호기심, 문제해결능력 등

을 다루었다. 커뮤니 이션  시각화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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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한 스토리텔링이나 시각 인 표  기

술에 집 한 것이었다.

PCMI(2016)는 데이터과학의 정의  주요 

사항을 고려하여 데이터 기술  큐 이션(Data 

Description and Curation), 수학  기 (Math- 

ematical Foundations), 컴퓨  사고(Compu- 

tational Thinking), 통계  사고(Statistical 

Thinking), 데이터 모델링(Data modeling), 

커뮤니 이션, 재 성, 윤리(Communication, 

Reproducibility and Ethics) 등 여섯 개의 데

이터과학 역량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커리큘럼

을 완성하 다. 그들은 기본 역인 수학에 기

를 두어 모든 과정에서 컴퓨  사고와 통계

 분석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재설계하 다.

Tang과 Sae-Lim(2016)은 미국 학의 데

이터과학 로그램에 해 분석하 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8개 분야에서 무작 로 선정된 30개

의 데이터과학 로그램에 한 탐색  내용 분

석을 실시하여 미국의 데이터과학 교육에 상당

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 다. 분석 상은 로

그램 설명, 커리큘럼 요구사항, 데이터과학 강의

에 포함된 주요 기술, 도메인 지식 등이었다. 그

들의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은 iSchool의 주요 

교과목이 커뮤니 이션과 시각화 기술을 강조하

는데 반해, 학의 데이터과학 로그램은 그러

한 기술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지혜의 연구(2016b)에서는 국내 국가직

무능력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의 직무분석을 용한 데이터 사이언스

의 교과목을 설계하기 해 데이터 사이언스의 

능력단 요소를 제안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NCS 체계와 국외 연구에서 산발 으로 언 되

는 데이터 사이언스 련 ‘능력단 ’를 통합하

여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능력을 반 으

로 정리하 다. 

시라큐스 학의 iSchool에서는 학제 인 성

격이 강한 데이터과학의 교육과정을 네 개의 역

량인 수집  조직(capture and organization), 

기술 인 분석(technical analysis), 시각화  커

뮤니 이션(visualization and communication), 

실무 용(practical application)으로 설계하

다(iSchool@Syracuse 2019). 

<표 1>은 데이터과학 역량을 다룬 선행연구를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나타

난 역량을 6개 항목 ‘ 로그래 ’, ‘수학  통계; 

분석’, ‘도메인 지식’, ‘커뮤니 이션  윤리’, ‘데

이터 수집, 처리  모델링’, ‘시각화’ 등으로 구분

하고 이를 4.2장의 데이터과학 역량을 기 으로 

한 교과목 분석의 기 자료로 활용하 다. 

다음은 데이터과학 생명주기의 로세스별 

핵심 개념을 분석하여 데이터 문가에게 필요

한 역량을 도출한 선행연구이다. 

The Team Data Science Process(TDSP)

는 데이터과학 생명주기 로세스(<그림 1> 참

고)이며, 데이터과학 분야의 로젝트를 구조

화할 때 활용된다. TDSP의 데이터과학 생명주

기 로세스는 로젝트를 진행하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객

과의 커뮤니 이션 상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성공 인 로젝트를 보장한

다. <그림 1>의 TDSP 데이터과학 생명주기 

로세스는 업무 이해(Business Understanding), 

데이터 수집  이해(Data Acquisition and 

Understanding), 모델링(Modeling), 개(De- 

ployment), 인수(Customer acceptance)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37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1호 2020

항목 Conway(2010) NIA(2014)
Zawadzki(2014)

Modern Data Scientist
이명호(2016)

로그래 ∙Hacking Skills ∙기술
∙Programming & 
Database

∙ 로그래

수학  통계; 
분석

∙Math & Statistics 
Knowledge

∙분석 ∙Math & Stat ∙통계

도메인 지식 ∙Substantive Expertise ∙사업
∙Domain Knowledge & 
Soft Skills

- 

커뮤니 이션 
 윤리

- ∙기반

∙Communication & 
Visualization
∙Domain Knowledge & 
Soft Skills

∙비즈니스

데이터 수집, 
처리  모델링

- - 
∙Programming & 
Database

∙데이터 형식
∙데이터 기술

시각화 - - 
∙Communication & 
Visualization

- 

항목 PCMI(2016) Tang & Sea-Lim(2016) 강지혜(2016a)
Syracuse iSchool
Data Science 

Competency(2019)

로그래 ∙Computational Thinking - - ∙Technical Analysis

수학  통계;
분석

∙Mathematical 
Foundations
∙Statistical Thinking

∙Mathematics and 
Statistics

∙분석, 처리, 가공 - 

도메인 지식 - - 
∙데이터 수명주기 련  
계획

- 

커뮤니 이션 
 윤리

∙Communication, 
Reproducibility and 
Ethics

∙Communication Skills ∙활용
∙Visualization and 
Communication

데이터수집,
처리  모델링

∙Data Description and 
Curation
∙Data modeling

∙Information Skills
∙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 운

∙Capture and 
Organization

시각화 - ∙Visualization Skills - 
∙Visualization and 
Communication

*한 역량이 두 개의 요소로 조합된 경우, 련 있는 것만 굵은 씨로 표시함 

<표 1> 데이터과학 역량을 다룬 선행연구 분석

<그림 1> TDSP 데이터과학 

생명주기 로세스 

Agarwal(2018)이 제시한 데이터터과학 생

명주기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고). ① 로

젝트가 시작되기 에 해결하려는 문제를 이해

(Business Understanding)하고, ② 자료를 수

집(Data Mining)하며, ③ 데이터를 정리하고 

비(데이터 정제, Data Cleaning)하는데 이 단

계가 로젝트 수행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

로 한다. ④ 데이터 분석  인스토  과정

인 데이터 탐색(Data Exploration)을 거치며, 

⑤ 기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자질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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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리(Feature Engineering)한다. ⑥ 기계 

학습이 실제 일어나는 측 모델링(Predictive 

Modeling)이 이루어지며, ⑦ 커뮤니 이션, 심

리학, 통계  술 분야의 지식을 동원하여 데이

터를 업무와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해당 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증명하는 단계로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가 진행된다.

<그림 2> Agarwal의 데이터과학 생명주기 

<그림 3>은 Valiance Solutions의 데이터과

학 로젝트 생명주기 모형이다. 데이터과학 

로젝트 생명주기 모형을 통해 로젝트 수행

자는 문제를 식별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

원을 확인하며, 추가 으로 필요한 데이터 자

원이 있는지 악해야 한다. 정제된 데이터는 

통계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결과

물로 구축되고 실행된 후 개된다. 로젝트

의 결과는 시각화된 자료로 달되고 성공한 

로그램은 고객에게 이 되고 그에 한 교육

이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지속 인 커뮤니 이

션을 통해 유지보수가 진행된다.

<그림 3> Valiance Solutions의 

데이터과학 로젝트 생명주기 모형

Sidhu(2019)의 모형은 <그림 4>와 같으며 문

제를 인식하는 것 즉 업무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의 단계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여 모델링을 비한다. 데이터 

모델링은 정확률과 합률을 기 으로 문제 해

결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안한다. 구축된 모형

이나 로그램은 실제 업무에 용하여 개하

고, 지속 인 피드백을 거쳐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다.

<그림 4> Sidhu(2019)의 

데이터과학 로젝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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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지 까지 살펴본 데이터과학 생명

주기 모형들을 ‘문제인식’, ‘데이터 수집  이

해’, ‘통계’, ‘모델링’, ‘실행  개’, ‘시각화’, 

‘커뮤니 이션’, ‘유지보수’로 나 어 정리․분

석하 다. 데이터 과학자의 역량 분석을 한 <표 

1>과 함께 <표 2>도 4.2장의 데이터과학 역량

을 기 으로 한 교과목 분석의 기 자료로 활

용하 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상

데이터과학 분야의 교육과정 분석을 해 먼 , 

학의 공시 정보를 통합 으로 제공하고 있는 

‘ 학 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에서 2019년 재 학과명에 ‘데이터’라는 단어

를 포함하고 있는 학과를 개설․운 하고 있는 

학  학원을 조사하 다. 1차 조사에서 얻

어진 125개의 학교  학과 리스트 에서 

복, 폐과 상  데이터과학 분야와 연 성이 

낮은 학과를 제외한 80개의 학과를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데이터과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분류는 ｢교육통계연보｣

(2019)의 분류를 따랐다. 

80개의 학과를 상으로 교과목을 분석하기 

해 먼  각 학교  학과의 홈페이지를 조사

하 고,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학

교에는 이메일, 화 등을 활용하여 교과과정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 다. 그러나 조사 상 

 2개 학과의 교과목을 수집할 수 없었는데, 

이  1개 학교는 계약학과로 운 되어 교육을 

의뢰한 기업의 비 유지 요청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최종 으로 78개 학과

의 총 2,041개의 교과목을 상으로 분석을 실

항목
The Team DataScience

Process(TDSP)
Sudeep Agarwal(2018) Data Science Central

Life Cycle of a Data 

Science Project

문제인식
∙Business 

Understanding

∙Business 

Understanding
∙Identify the Problem

∙Business 

Understanding

데이터 

수집, 처리,

비, 이해

∙Data Acquisition and 

Understanding

∙Data Mining

∙Data Cleaning

∙Data Exploration

∙Identify available 

Data Sources

∙Identify if additional 

Data Sources are 

needed

∙Data Collection

∙Data Preparation

통계 - ∙Feature Engineering ∙Statistical Analysis -

모델링 ∙Modeling ∙Predictive Modeling - ∙Data Modelling

실행  개 ∙Deployment -
∙Implementation & 

Development
∙Deploy & Iterate

시각화 - ∙Data Visualization - -

커뮤니 이션 ∙Customer Acceptance - ∙Communicate Results -

유지보수 - - ∙Maintenance ∙Deploy & Iterate

*한 역량이 두 개의 요소로 조합된 경우, 련 있는 것만 굵은 씨로 표시함 

<표 2> 데이터과학 생명주기를 다룬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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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교과목의 조사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간 진행하 다. 

3.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과학 분야 교육과정 분

석을 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에서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학문 역의 특징을 분석하

기 해 ‘ 학알리미’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

여 데이터과학 분야의 학과가 소속된 학교의 

유형과 교육과정 운  형식, 학문분류 황을 

조사, 분석하 다. 특히 학문분류 황은, 각 학

교에서 데이터과학 공을 어떤 학문으로 분류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해 각 학과의 한국

학교육 의회(이하 교 )의 교육편제단  표

분류 정보를 조사하 다. 교 의 표 분류

체계는 학설립운 규정에 명시된 5  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체능, 의학)을 

용한 교육편제단  분류체계로, 분류- 분류

-소분류 구성되어 있다( 학알리미 2019). 학

문분류 황의 분석을 통해 학들이 데이터과

학을 어떤 학문  에서 근하고 교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 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과학 분야의 교과과정이 어떻

게 개설․운 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이라

는 에서 데이터과학의 생애주기를 정의하

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문가에게 요구되

는 역량을 도출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 운 되고 있는 교과과정을 매핑함으로써 

역량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과학 분야 교과과정

의 특성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데

이터과학 교과과정이 데이터 문가로서의 역

량을 계발하는 데에 합한 역할을 하는지 확

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의 주제  특성을 확인

하기 해 교과목명에 나타난 키워드를 상으

로 빈도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내

용 분석을 실시하 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는 KrKwic(박한우, Leydesdorff 2004), 

UCINET 6.0(Borgatti, Everett and Freeman 

2002)과 Netdraw(Borgatti 2002)를 활용하

다. 

4. 데이터과학 교육과정 분석 

4.1 학문 역 특징 기반 분석 

데이터과학 분야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별 개설 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데이터과학 공은 체 80개 개설 

학교  4년제 학(51.3%)과 학원(47.5%)

에 집 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2019년 재, 

체 4년제 학(221개)의 약 18.6%, 체 

학원(1,183개)의 3.2%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데이터과학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것은 재 우리나라에서의 데이

터과학 공 교육이 기술과 직업 실무  

보다는 학문  근을 바탕으로 한 연구 심

의 문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

 1) 재 우리나라의 학  학원 과정의 수는 ｢교육통계연보｣(2019)를 통해 확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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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학원  일반 학원의 수만큼 특수

학원 과정이 개설되었다는 것은 4차 산업

명을 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데

이터 문가 양성을 한 계속교육에 한 사

회  요구를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유형 개설 수 비율(%)

기능 학 1 1.3 

소계 1 1.3

학
일반 학 40 50.0 

사이버 학 1 1.3 

소계 41 51.3

학원 

일반 학원 18 22.5 

문 학원 4 5.0 

특수 학원 16 20.0 

소계 38 47.5

합계 80 100.0 

<표 3> 학교 유형별 개설 운  황

 

<표 4>는 학부과정을 상으로 운 형식별 

개설 황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

부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41개교  약 30%에 

해당하는 12개교가 연계․융합 공의 형태로 

데이터과학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운 형식 개설 수 비율(%)

연계․융합 공 12 29.3 

단일 공 29 70.7 

합계 41 100.0 

<표 4> 학부(4년제) 운 형식에 따른 

개설 운  황 

 

연계․융합 공이란 둘 이상의 학과, 둘 이

상의 학부 는 학과와 학부 는 둘 이상의 

학이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공을 말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통령령 제30131호) 제 

19조). 이 제도는 기존 학과를 그 로 둔 채 새

로운 공을 설치․운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으로, 학의 탄력  지식활동을 보장하는 학

사운 의 자율  제도 마련을 통해 융합․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6). 학과 심으로 운 되는 재의 교육과

정이 갖는 학문의 경직성 문제에서 벗어나 학

과의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 에 필요한 지식을 생성하

고 확산하기 한 제도  하나(서 진 2019)

로, 연계․융합 공을 통해 학은 교육 경쟁

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상을 실 할 수 있다. 속히 변화하는 4차 산

업 명 환경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데이터 문

가를 양성하기 해 학에서는 학과 신설 외

에도 다양한 학과 교과과정의 연계․융합을 통

한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과

학은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통계, 수학, 기술  

지식 외에도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도메인 지

식이 요구되는 학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데이터과학과 주제 으로 연 성이 있거나 데

이터 분석 방법론의 용이 요구되는 학과의 교

과과정을 연계․융합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탄력

 운 이 가능하다. 

데이터과학 교육과정을 연계․융합 공 형

태로 운 하는 학을 상으로 어떠한 학과들

이 참여하는지에 해 분석하기 해 참여 학

과를 교  표 분류체계에 매핑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인문․사회계열, 자

연계열, 공학계열의 학과들이 데이터과학 교육

과정 운 을 해 참여하고 있고, 그 에서 언

론․방송․매체학, 사회학, 문헌정보학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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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분류) 계열( 분류) 계열(소분류)

인문․사회계열

언어․문학계열 독어․문학(2)*, 국어․문학, 국어․문학, 언어학

인문학계열 문화․민속․미술사학, 역사․고고학, 인문N.C.E.**

사회과학계열
언론․방송․매체학(3), 사회학(3), 문헌정보학(2), 행정학(2), 국제학(2), 

소비자․가정자원, 도시․지역․지리학

경 ․경제계열 경 학(8), 경제학(2), 경 정보학, 경 경제N.C.E.

자연계열
수학․물리․천문․지구

계열
통계학(5), 수학(2), 물리학(2)

공학계열
기․ 자․컴퓨터계열 산학․컴퓨터공학(4), 정보․통신공학(2), 기․ 자․컴퓨터

건설계열 도시공학(2)

기타
체능N.C.E., 자연과학N.C.E., 등자연과학교육(컴퓨터), 생명과학, 산업

공학

 * 호 안의 숫자는 학교 수를 의미함

** Not Classified Elsewhere,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음

<표 5> 데이터과학 연계․융합 공 참여 학과의 계열 황

함된 사회과학계열이 가장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데이터과학의 연

계․융합 공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학과는 경

학, 통계학, 산학․컴퓨터공학 계열 학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데이

터과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심을 갖고 

근하고 있는 학제  성격의 학문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에서 데이터과학이 어떠한 분

야의 학문으로 정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교 의 표 분류체계를 이용한 학문분류 

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류

를 기 으로 했을 때 공학, 인문․사회, 자연

과학 계열 순으로 분류된 학과 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부과정의 경우에는 자연과

학과 공학 계열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원 과정은 공학과 인문․사회 계

열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학부과정에서는 자연과학

과 공학을 심으로 한 련 이론과 기술  

근을 심으로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는 반

면, 학원 과정의 경우 이론과 기술의 사회  

활용을 심으로 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개설 황

분류

체 기능 학과정 학부(4년제)과정 학원과정

개설 수 비율(%) 개설 수 비율(%) 개설 수 비율(%) 개설 수 비율(%)

공학 33 41.2 1 100.0 14 34.1 18 47.4 

인문․사회 25 31.3 0 0.0 10 24.4 15 39.5 

자연과학 22 27.5 0 0.0 17 41.5 5 13.2 

합계 80 100.0 1 100.0 41 100.0 38 100.0 

<표 6> 학교 유형별 데이터과학 교육과정 분류 황( 분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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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과학의 학문분류 황을 분류 계층별

로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학-

기․ 자․컴퓨터- 산학․컴퓨터공학’, ‘인

문․사회-경 ․경제-경 정보학’, ‘자연과학-

수학․물리․천문․지구-통계학’ 계열에 가장 

많은 학과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학부과정에서 단일 공

으로 운 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자연과학-수

학․물리․천문․지구-통계학’ 계열에, 연계․

융합 공은 ‘인문․사회-N.C.E.-N.C.E.’와 ‘자

연과학-수학․물리․천문․지구-통계학’ 계열

에, 학원과정에서는 ‘공학- 기․ 자․컴퓨

터- 산학․컴퓨터공학’에 가장 많은 학과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데

이터과학은 단일 학문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

지 않고, 정보기술, 경 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

문의 융합  근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류
분류 소분류

분류명 개설 수 비율(%) 분류명 개설 수 비율(%)

공학

N.C.E 4 12.1 N.C.E. 4 11.8 

산업․안 3 9.1 산업공학 3 8.8 

재료 1 3.0 반도체공학 1 2.9 

기․ 자․컴퓨터 25 75.8

N.C.E. 4 12.1 

응용소 트웨어공학 5 14.7 

산학․컴퓨터공학 12 35.3 

정보․통신공학 4 11.8 

소계 33 100.0 소계 33 100.0 

인문

․

사회

N.C.E 3 12.0 N.C.E. 3 12.0 

경 ․경제 19 76.0 

N.C.E. 2 8.0 

경 정보학 12 48.0 

경 학 5 20.0 

사회과학 3 12.0 

N.C.E 1 4.0 

국제학 1 4.0 

언론․방송․매체학 1 4.0 

소계 25 100.0 소계 25 100.0 

자연

과학

N.C.E 2 9.1 N.C.E. 2 9.1 

농림․수산 1 4.5 축산학 1 4.5 

수학․물리․천문․지구 17 77.3 

N.C.E. 2 9.1 

수학 1 4.5 

통계학 14 63.6 

화학․생명과학․환경 2 9.1 생명과학 2 9.1 

소계 22 100.0 소계 22 100.0 

<표 7> 데이터과학 교육과정의 계층별 분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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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데이터 문가 역량 기반 분석

2.2장에서는 데이터 문가에게 필요한 역량 

도출과 데이터과학 생명주기의 로세스별 핵

심 개념을 분석하 다(<표 1, 2> 참고). 본 장

에서는 <표 1, 2>를 참고하여 데이터 문가가 

갖추어야 할 9개의 역량을 <표 8>과 같이 개발

하 다. 

<표 8>에서 제시한 역량은 데이터과학 교과

목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하 다. 분석 에 

해당 역량에 할당될 수 있는 교과목의 키워드

를 추출하여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

다. ‘정보환경 이해’는 반 인 정보환경을 이

해하는 것으로 교과목에 개론, 특론, 연구, 논

문, 연구방법론, 인문학  소양, 데이터통신, 

컴퓨터운 체계 등이 포함된 교과목을 할당하

다. 

‘데이터과학 실습’은 데이터과학 교과목을 

재설계하는 연구(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Gil 

2014; Lyon et al. 2015; 강지혜 2016a; 강지

혜 2016b; PCMI 2016; Tang and Sae-Lim 

2016; Thomas and Urban 2018 등)에서도 강

조된 것으로 로젝트, 실습, 캡스톤, 장기반, 

종합설계, 기획, 사례분석, 세미나 등이 포함된 

교과목을 추가하 다. 

‘문제인식’은 문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

를 인식하고 업무를 이해하는 것으로 공 교과

목, 경 분야(특히 마 ), 사용자분석, 창업

아이디어 개발 등이 포함된 교과목을 주로 배정

하 다. 

‘데이터 수집’은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해당 기 의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데이터 수

집, 데이터 식별, 데이터 모델링  설계, 공공

데이터의 이해, 정보조직, 비정형데이터, SQL, 

웹크롤링 등과 련된 교과목이 ‘데이터 수집’ 

역량으로 연결되었다. 

‘데이터 정제’는 데이터에 한 일반 인 개

념 뿐만 아니라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가 가지

는 속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통계  분석을 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습득하는 교과목이 이에 해당되며, 데이터 추

출, 색인, 데이터베이스화, 정보검색 등과 련

된 교과목도 포함되었다.

역량 주요 내용

정보환경 이해 반 인 정보환경 이해

데이터과학 실습 업무 기반 실습  사례 분석

문제인식 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문제인식  업무 이해

데이터 수집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

데이터 정제 통계  분석을 한 데이터 처리

통계  분석 기 수학  통계  분석

기술  구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랫폼 구축  로그래

결과 해석과 용 결과 해석  실무에 용․ 개

유지 리 
지속 인 피드백 제공에 따른 수정  보완 

데이터 윤리  보안

<표 8> 데이터 문가 역량



37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1호 2020

‘통계  분석’은 기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통계 인 분석이 실행되는 교과목에 을 맞

추었다. 그러한 교과목으로는 수학, 통계  분

석,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딥러닝, 인공지능, 

소셜미디어 분석, R, SPSS 등이었다. 

‘기술  구 ’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랫폼 구축  로그래  능력으로 기술  구

, 사물인터넷, 랫폼 구축, 로그래  언어 

 실습, Hadoop, 랫폼 등의 교과목이 해당

되었다.

‘결과 해석과 용’은 결과를 해석하고 결

과물을 실무에 용하고 개하는 것으로 인

문학  소양을 통한 결과해석, 문제해결(모델

개발)의 용, 커뮤니 이션, 장 용, 시각

화, UI, UX 등을 포함한 교과목이 이에 포함

되었다. 

‘유지 리’는 피드백 제공에 따른 수정  보

완, 그리고 데이터 윤리와 보안에 집 하여 개

발된 로그램이나 소 트웨어가 지속 으로 

업무에 활용되고 변화하는 정보기술에 유연하

게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지 리’는 

지속 인 로그램 운 ,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호, 데이터 윤리, 작권 등을 다루는 교과목

과 연결되었다.

<표 8>을 기 으로 데이터과학 학부와 학

원 과정의 교과목을 분석하 다. 분석 항목은 

9개의 역량에 미분류를 추가하 다. 미분류는 

역량으로 간주할 수 없거나 교과과정에 포함된 

졸업, 취업, 창업 련 교육, 어를 비롯한 외

국어 강의 등이 해당되었다. 

<표 9>는 학부와 학원 교과목을 상으로 데

이터과학 공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분류한 결과

이다. 먼 , 학부과정의 교과목에서는 36.4%로 

통계  분석 역량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

다. 그 다음은 문제인식(15.6%), 정보환경 이해

(10.3%), 기술  구 (9.6%), 데이터과학 실

습(8.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은 

유지 리 역량으로 23개의 교과목(1.8%)만이 

이에 해당되었다. 학원과정 교과목의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통

항목
학부과정 학원과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보환경 이해 129 10.3 90 11.4

데이터과학 실습 101 8.1 46 5.8

문제인식 195 15.6 156 19.7

데이터 수집 37 3.0 27 3.4

데이터 정제 52 4.2 55 6.9

통계  분석 455 36.4 271 34.2

기술  구 120 9.6 58 7.3

결과 해석과 용 42 3.4 54 6.8

유지 리 23 1.8 24 3.0

미분류 95 7.6 11 1.4

합계 1,249 100.0 792 100.0

<표 9> 데이터 역량 기반 학부  학원 교과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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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분석 역량으로 34.2%이었으며, 그 다음으

로는 문제인식(19.7%), 정보환경 이해(11.4%), 

기술  구 (7.3%), 데이터 정제(6.9%), 결과 

해석과 용(6.8%)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와 학원 과정 모두 데이터 문가의 

역량으로 통계  분석을 가장 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문제인식, 정보환경 

이해, 기술  구  역량도 비  있게 다루었다. 

학부와 학원과정을 비교해 보면, 학부과정에

서는 기술  구 , 데이터과학 실습, 통계  분

석 역량이 학원과정에 비해 더 집 되었다. 

이는 학부과정에서 수학  통계학 인 사고 

함양, 로그래  언어 습득, 장 경험 등을 

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 다. 반면, 학원

과정에서는 문제인식, 결과 해석과 용, 데이

터 정제 역량이 학부과정보다 더 요하게 다

루어졌는데, 이는 학원생이 학부생에 비해 

해당 도메인의 문지식, 데이터 자체에 한 

특성 악 능력, 업무처리 경험 등을 두루 갖추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3 교과목명 내용 분석

데이터과학 분야 교과과정이 어떠한 주제와 

내용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수집한 교과목명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단어 처리 과정에서 동

일한 개념의 이형표기는 하나로 통일하여 처리

하 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으

로 가장 많이 출 한 단어는 ‘분석’, ‘빅데이터’, 

‘통계’, ‘데이터’, ‘ 로그래 ’ 순으로, 이를 통

해 ‘분석’, ‘통계’와 ‘ 로그래 ’이 데이터과학

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데이터과학

의 연구 상이 ‘빅데이터’, ‘데이터’, ‘정보’ 등

으로 혼재되어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 ‘기계학습’, 

‘시각화’ 등이 데이터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 분

야이며, ‘경 ’, ‘수학’, ‘컴퓨터’가 데이터과학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별 특징을 살펴보면, 학부과정의 경

우에는 ‘기 ’, ‘개론’, ‘이해’ 등과 같은 이론 

심의 교과목과 ‘실습’, ‘응용’, ‘캡스톤’, ‘연습’ 등 

실습 심의 교과목이 균형 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학원과정의 경우에는 ‘특론’, ‘개론’, ‘기

’ 등의 이론 과목과 ‘연구’, ‘응용’, ‘세미나’ 등

의 연구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 

‘네트워크’, ‘인공지능’, ‘R’, ‘딥러닝’, ‘컴퓨 ’ 등 

기술  근을 통한 데이터과학 연구를 한 교

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목명에 출 한 주요 키워드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UCINet의 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을 실시하 다. CONCOR 분석은 네트워크 분

석법  블록 모델링 방법  하나로, 구조  등

성에 근거하여 노드들을 군집으로 나 는 방

법이다(김용학, 김 진, 김 석 2008). 교과목

명에 출 한 키워드에 한 동시출 빈도 행렬

을 이용하여 상 계 분석을 수렴할 때까지 반

복 으로 실행함으로써 연 성 있는 노드끼리 

군집을 형성하고 이 군집 간의 계를 나타냄으

로써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안에 숨겨진 하  

그룹간의 계를 구조 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박상훈, 이희정 2018).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과학 교과목에 출 한 

키워드  교과목의 주제와 거리가 먼,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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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체 학부과정 학원과정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분석 309 분석 174 분석 133

2 빅데이터 282 통계 158 빅데이터 123

3 통계 245 빅데이터 155 통계 87

4 데이터 149 실습 94 데이터 65

5 로그래 129 로그래 90 특론 45

6 실습 103 데이터 83
연구, 정보 43

7 정보 102 정보 59

8 응용  82 기 56
시스템, 로그래 34

9 개론  78
개론, 응용 53

10 경  75 데이터마이닝 33

11 기  72 경 50 응용 29

12 데이터마이닝  67 수학 41 처리 28

13 데이터베이스  61 자료 37 데이터베이스 27

14 리  58 데이터마이닝 34
리, 기계학습 26

15 연구  55
데이터베이스, 조사 33

16 시스템  54 경 25

17 데이터과학  52

리, 데이터과학, 캡스톤 31

개론 24

18 기계학습  50 비즈니스 23

19 자료  49
방법론, 시각화 22

20 처리  48 디자인 29

21

방법론, 수학, 특론  45

마 28
데이터과학, 세미나 21

22 수리 27

23
융, 연습 26 기술, 네트워크 20

24 시각화  42

25 조사  41 기계학습 24
R, 인공지능 19

26 마  40
방법론, 설계 23

27 비즈니스  39
기 , 컴퓨터 15

28
세미나, 컴퓨터  37

언어, 어, 이해, 컴퓨터 2129
딥러닝, 컴퓨 14

30 로젝트  34

<표 10> 데이터과학 분야 교과목명 키워드와 빈도(상  30 ) 

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 : 개론, 실습, 연

구 등)을 제외한 빈도 15 이상의 52개 상  빈

도어를 상으로 CONCOR 분석을 실시하 으

며, <그림 5>와 같이 6개의 군집으로 구성된 네

트워크를 형성하 다. 각각의 군집에 포함된 키

워드의 주제  유사성에 근거하여 군집을 표

하는 주제어를 부여한 결과, 데이터과학 교육과

정은 크게 ‘데이터 처리  분석’, ‘통계  근’, 

‘기술경  근’과 같이 데이터과학의 학문

역을 구성하는 핵심 학문인 정보기술, 통계학, 

경 학과 깊은 련성이 있는 학문 역과 련

된 용어군과, 이들을 지원하는 ‘수학  방법론’, 

‘구  기술’, ‘네트워크 분석’과 련된 역으로 

용어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과학 교육과정에 한 분석  연구  381

<그림 5> 데이터과학 분야 교과목명의 CONCOR 분석 결과 

5. 결론  제언

이 연구에서는 2019년 10월 재 우리나라

에 개설된 데이터과학 교육과정의 황을 분석

하기 해 먼 , 데이터과학 분야의 교육과정

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 데이터과학 분야 문

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한 분석을 진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개설된 80개의 

교육과정을 상으로 학문 역 특징 기반 분

석, 데이터 문가 역량 기반 분석과 교과목명 

내용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역의 특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데이터과학 교육과정은 4년제 학부과정과 

학원에 집 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재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터과학 공 

교육이 기술과 직업 실무  보다는 학문  

근을 바탕으로 한 연구 심의 문  교육과

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한 데이터과

학의 학문분류 황을 교 의 표 분류체계

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공학- 기․ 자․

컴퓨터- 산학․컴퓨터공학’, ‘인문․사회-경

․경제-경 정보학’, ‘자연과학-수학․물리․

천문․지구-통계학’ 계열에 가장 많은 학과가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데

이터과학은 단일 학문이라기보다는 정보기술, 

경 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의 융합  근

을 바탕으로 다학제 인 교육과정으로 운 되

고 있음을 확인하 다. 

둘째, 데이터 문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기 해 먼 , 데이터과학 역량

을 다룬 선행연구와 데이터과학 생명주기의 

로세스별 핵심 개념을 분석하여 데이터 문가

에게 요구되는 9개의 역량, 즉 ‘정보환경 이해’, 

‘데이터과학 실습’, ‘문제인식’,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통계  분석’, ‘기술  구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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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석과 용’, ‘유지 리’를 도출하 고, 이

를 바탕으로 각 교육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을 매핑하 다. 그 결과, 학부과정과 

학원과정 모두 데이터 과학자의 역량으로 ‘통

계  분석’을 가장 요하게 간주하고 련된 

교과목을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정보환경 이해’  ‘기술  구 ’ 

역량도 비  있게 다루고 있었다. 과정별 차이

를 살펴보면, 학부과정에서는 ‘기술  구 ’, 

‘데이터과학 실습’, ‘통계  분석’ 역량을 학

원보다 더 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학원

과정에서는 ‘문제인식’, ‘결과 해석과 용’, ‘데

이터 정제’ 역량을 학부에 비해 더 집 하여 다

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데이터과학 분야 교육과정이 어떠한 

주제와 내용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기 해 수집한 교과목명 데이터를 이용하

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체 으로 가장 

많이 출 한 단어는 ‘분석’, ‘빅데이터’, ‘통계’, 

‘데이터’, ‘ 로그래 ’ 순으로, 이를 통해 ‘분석’, 

‘통계’와 ‘ 로그래 ’이 데이터과학의 핵심 내

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데이

터과학 교과목에 출 한 키워드를 상으로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데이터과학 교

육과정은 데이터과학의 학문 역을 구성하는 

핵심 학문인 정보기술, 통계학, 경 학과 깊은 

련성이 있는 학문 역과 련된 용어군과, 이

들을 지원하는 ‘수학  방법론’, ‘구  기술’, ‘네

트워크 분석’과 련된 역으로 용어군을 형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는 ‘정보’, ‘지식’과 함께 문헌정보학 

연구의 주된 상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과학

의 교육과정에 통계학, 컴퓨터공학, 경 학과 

달리 문헌정보학  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 않은 것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규

모 데이터로부터 정확한 통찰을 얻기 해서는 

데이터 품질에 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데이터 선정  평가를 아우르는 데이

터 수집  데이터 정제의 과정은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다(Liz et al. 2015). 데이터 문가의 한 

직종에 해당하는 데이터 사서(data librarian)는 

데이터 자원에 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통계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Khan and Du 2018). 즉, 

다양한 출처로부터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정제하여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요

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업

무 수행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 리 반에 

여할 수 있다. 

데이터 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 , ‘데이

터 수집’과 ‘데이터 정제’는 문헌정보학 교육과

정에서 근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

는 교과목의 개설과 운 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 교육의 에서 데이

터 문가를 양성하기 해서는 데이터 기반 문

제해결 능력에 기반하여 데이터 수집  정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 으로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문헌정보학 교

육과정을 활용하거나 재설계함으로써 가능하다. 

구체 으로는, 데이터의 식별과 수집, 자질 추

출  정제, 거제어  색인 이론 기반 데이터 

표 , 데이터 공유  상호운용성 유지  설계, 

데이터 보존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

의 개발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2019년 10월을 기 으로 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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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학원과정에서 운 하는 80개의 데이터

과학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 조사한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황 분석을 바탕으

로, 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분석 실무 장에

서 요구되는 데이터 문가의 역할을 확인하고, 

한국형 데이터과학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 이를 통해 데이터 문

가 양성을 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역할을 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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