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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industrial 
structure is becoming digitalize. The government selected 
big data as the key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mong them, big data is widely used to create 
new values and services by utilizing vast amounts of 
information. In order to cultivate professional manpower for 
the use of big data, various education programs are 
provided at universities. We intend to develop a curriculum 
for systematic training of talented people who can acquire 
knowledge about the three stages of collection, analysis, 
and application of big data. To this end, subjects are 
classified into basic competency, technical competency, 
analysis competency, and business competency based on 
the big data competency model proposed by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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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서 디지털 기술을 기

반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요한 기술 핵심 키워드

로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을 들 수 있다. 이중 

빅데이터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제공되는 방대한 정

보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1]. 우리 대학들도 이러

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학생들이 사회적 요구 및 변화

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다[2].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핵심 기

술 중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대학 교육에 적합한 교과과

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빅데이터는 크게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활용의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기존의 빅데이터 관련 학과 및 교과목들은 

기존 학과에서 빅데이터 관련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전주기적 빅데이

터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체 특정 프로세스

에 대한 빅데이터 지식을 배우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된

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전국 4년제 대학교를 전수 조사 및 정보화진흥

원이 발간한 ‘빅데이터커리큘럼 참조모델1.0’의 분류기

준을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전문 빅데

이터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빅데이터 교과과정

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기반역량, 기술역량, 분석역량, 
사업역량으로 제시하여 빅데이터 역량 모델(BCM: Big 
data Competency Model)을 제시하였다[3]. 기반역량으

로는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창의적 문제해

결, 글쓰기 및 설득 능력 등을 의미하며, 기술역량으로

는 기초 IT 이론 및 프로그래밍 능력, 플랫폼 이론 및 데

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및 관리, 처리 및 분석 능력을 

제시하였다. 분석역량에서는 통계 이론, 수리적 사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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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등의 역

량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역량에서는 경영, 업종

특화 지식, 업무프로세스, 비즈니스 분석 등의 역량을 

의미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회적 요구에 맞게 각 대학

에서도 조직적, 기술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빅데이

터 관련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5,6,7].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역량 모델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관련 대표 교과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역량 모델에서는 각 역량에 대한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 전문으로 나누어서 초급은 학부1학년

과 2학년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중급은 학부3학년과 4
학년에 적합한 역량 수준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마찬가지로 이를 기준으로 학부 수준의 대학에서 

운영 가능한 교과목을 역량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Ⅲ. 분석 방법 및 결과

3.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2019년도 

기준 4년제 전국 대학에서 개설되는 빅데이터 관련 교

과목을 학과에 상관없이 전수 조사하였다. 빅데이터 관

련 교과목을 전수 조사 후 교과목에 대한 교과목 명칭을 

통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기반역량-기술역량-
분석역량-사업역량 등 주요 역량에 따라 교과목을 분류

하였다. 또한, 분류된 교과목을 이용하여 전국 4년제 대

학에서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각 수준별(초급, 중급)에서 제시한 역

량에 대한 교과목 우선 순위에 대해 가중치(50%)를 주

었다. 또한 빅데이터 전문가 집단 5인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준별(초급, 중급)에서 제시한 역량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가중치(50%)를 적

용하였다. 선정 결과, 기반역량은 총 5과목, 기술역량 9
과목, 분석역량 5과목, 사업역량 5과목이 선정되어 총 

24과목으로 3학점 기준 72학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에 필요한 역량을 기준으로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교과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역량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반역량에서 초급은 

빅데이터비즈니스 이해, 빅데이터 트렌드 2개의 역량을 

제시하였으며 중급으로는 창의적 문제해결, 빅데이터 

윤리의식 역량을 제시하였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반역량 교과목으로 빅데이터개론, 빅데이터세미나, 
빅데이터 연구, 빅데이터 캡스톤 디자인, 빅데이터 보안 

등의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Table. 1 Foundation competencies and related subjects

Core 
competencies

Standard 
subject Course details type

Understanding 
Big Data 
Business

Introduction 
to Big Data

Explain the concept of big 
data and examples of big 
data in big data

requir
ed

Big data trend

Big Data 
Seminar

Seminar on analysis of big 
data status and overall 
technology trends

optio
nal

Big Data 
Research

Classification of industries 
in which big data is used 
and research on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at industry

requir
ed

Creative 
problem 
solving

Big Data 
Capstone 
Design

Analyzing use cases on the 
subject of big data and 
developing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requir
ed

Big data ethics Big data 
security

Analyzing security threats 
in big data analysis and 
researching security 
techniques

optio
nal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역량에서는 초급 수준

에서 기초 IT이론,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역량을 제시하

였으며 중급수준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이론, 빅데이

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및 관리 역량을 제시하였다. 기
술역량 교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론, 데이터베이스 설

계, C언어 프로그래밍, JAVA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

그래밍, 하둡 기초,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저장, 빅데

이터 처리 등의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Table. 2 Platform technique competencies and related 
subjects

Core 
competencies

Standard 
subject Course details type

Basic IT 
theory

Database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s of building a 
database infrastructure

requi
red

Database 
design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the logical, conceptual, and 
physical design of the 
database, analysis and practice 
of requirements for design

optio
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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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역량에서는 초급 수준

에서 기초 통계 이론, 수리적/정량적 사고방식 역량을 

제시하였으며 중급 수준으로 통계 패키지 활용, 분석적 

마인드를 제시하였다. 분석역량 교과목으로 통계학 이

론, R 프로그래밍, SAS 프로그래밍, 데이터 알고리즘, 
탐색적 자료 분석 등의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Table. 3 Analysis technique competencies and related 
subjects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사업 역량에서 

초급 수준으로 기초 경영/경제 관련 지식, 업종 특화 지

식 역량을 제시하였으며 중급 수준으로 업무 프로세스 

지식, 빅데이터 최적화 모델링, 전략적 사고방식 역량을 

제시하였다. 사업 역량 교과목으로 빅데이터 경영론, 빅
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빅데이터 전략 경영론 등의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Table. 4 Business Analytics competencies and related 
subjects

Core 
competencies

Standard 
subject Course details type

Basic 
management/

economic 
knowledge

Introducti
on to Big 

Data 
Managem

ent

Learning about the use of big 
data in management

requir
ed

Industry-spec
ific 

knowledge

Big Data 
Case 
Study

Analyze the impact and status 
of big data on the industry, 
and study the expected effects

requir
ed

Business 
process 

knowledge

Big Data 
Analytics

Learn strategies to apply big 
data to the business field and 
analyze related industry 
prospects

option
al

Big data 
optimization 

modeling

Big Data 
Business 
Model

Learn business analysis and 
process using big data and 
learn design methodology

requir
ed

Strategic 
thinking

Big Data 
Strategy 

Managem
ent 

Theory

Analyzing consumer 
information through big data 
and establishing corporate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this

requir
ed

Core 
competencies

Standard 
subject Course details type

Big data 
programming

C 
language 

programm
ing

Understanding C and C++ 
languages and making simple 
application programming

requi
red

JAVA 
language 

programm
ing

Understanding JAVA 
language and making simple 
application programming

requi
red

Python 
programm

ing

Understanding the Python 
language

requi
red

Big data 
platform 
theory

Understan
ding 

Hadoop

Hadoop basic concepts and 
use case studies

requi
red

Big data 
collection

Big data 
analysis

Learn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through understanding of 
structured/unstructured data

requi
red

Big data 
storage and 

management

Big data 
storage

Improving practical skills 
based on the theory that can 
efficiently store and visualize 
data

requi
red

Big data 
processing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Hadoop and MapReduce, and 
learn about NoSQL databases

requi
red

Core 
competencies

Standard 
subject Course details type

Basic 
statistical 

theory

Statistical 
theory

Understand analysis techniques, 
which are the basis of 
statistics, and learn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and time 
series analysis techniques.

requi
red

Use of 
statistics 
package

R 
programm

ing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of R and practice basic 
statistical analysis

requi
red

SAS 
programm

ing

Statistical analysis practice 
using SAS program

requi
red

Core 
competencies

Standard 
subject Course details type

Mathematical 
/ quantitative 

way of 
thinking

Data 
algorithm

Understand the concept of 
algorithms and learn about 
algorithmic techniques and 
analysis

requi
red

Analytical 
mind

Explorato
ry data 
analysis

Practice data summarization 
using figures and charts, and 
learn how to analyze 
multivariate data through 
charts

requi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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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방법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역량모델을 기반으로 전문 

빅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교과과정을 제시하였

다. 기반 역량에서는 필수 3개, 선택 2개 교과목을 제시

하였으며 기술 역량에서는 필수 8개, 선택 1개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분석 역량에서는 필수 5개 교과목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역량에서는 필수 4개, 선택 1
개 교과목을 제시하여 총 필수 20개, 선택 4개 교과목을 

제시하여 총 24개의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과목은 3학점 기준으로 총 60학점(필수)으로 

졸업학점에는 많이 부족하게 된다. 각 대학에서 평균 졸

업학점이 120학점에서 135학점을 기준으로 졸업에 필

요한 교양 학점을 제외한 필요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교과목 학점은 95~105학점으로 각 대학마다 조금씩 상

이하게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과

목의 학점은 전문 인력을 위한 최소한의 학점이며 제시

된 교과목 이외의 다른 교과목을 통해 각 역량(기술, 분
석, 사업)의 교과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게 되

고 이를 통해 각 역량 별 전문 빅데이터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표준 교과목 이외에 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목 및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교과

목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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