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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데이터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는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스킬이 필요하고, 이를 모두

교육하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영역
의 빅데이터를 보편적 빅데이터(Universal Big Data)로 정의하고, 대학교 수준에서 보편적 빅데이터를 교육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지식 영역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
면 전문가들은 컴퓨터과학에서 의미하는 빅데이터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빅데이터의 가공 과정에 반드시 빅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또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인

식하고 있었다. 이는 빅데이터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과학(공학)적 지식과 스킬보다는 빅데이터의 분석 방
법과 응용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빅데

이터 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 보편적 빅데이터, 빅데이터 교육, 인공지능, 머신 러닝, CS 비전공자

Study on the Direction of Universal Big Data and Big Data
Education-Based on the Survey of Big Data Experts

Youn-Soo Park․Su-Jin Le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Big data is gradually expanding in diverse fields, with changing the data-related legislation. Moreover it would
be interest in big data education. However, it requires a high level of knowledge and skills in order to utilize Big

Data and it takes a long time for education spends a lot of money for training. We study that in order to define

Universal Big Data used to the industrial field in a wide range. As a result, we make the paradigm for Big Data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We survey to the professional the Big Data definition and the Big Data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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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urvey, the Big Data related-professional recognize that is a wider definition than Computer
Science Big Data is. Also they recognize that the Big Data Processing dose not be required Big Data Processing

Frameworks or High Performance Computers. This means that in order to educate Big Data,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 methods of Universal Big Data rather than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knowledge and skills. Based on the our research, we propose the Universal Big Data education on

the new paradigm.

Keywords : Universal Big Data, Big Data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CS Non-majors

1. 서론

최근 Forbes는 2020년 선도할 텔레커뮤니케이션 기

술 7가지를 선 보였는데 빅데이터(Big Data)와 클라우

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을 포함한다[1].

Forbes가 선정한 7가지 기술 중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주목하는 이유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Enterprise Applications) 즉 지속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정보기술의 소프트웨어의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담

을 수 있는 환경인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에

주목하고 있고[2], 그에 상응하는 에지 컴퓨팅(The em-

powered edge)과 분산형 클라우드(The distributed

clou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3]. Forbes

와 Gartner의 기술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

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빅데이터(Big Data)는 소비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평가하고 네트워크를 최적화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다시 말해,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ICT 기술이 차지하는 비

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4]. 최근 ICT 기술은 경제 및 산

업 등 모든 학문 및 기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선

도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5]. 4차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ICT 기술을 융합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

으며 그로 인해 데이터 산업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장철호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장철호는

‘데이터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연구[6]를 통해

“국내 데이터 산업은 타산업에서의 수요 증가로 지속적

인 성장이 예측되며, 중요도와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의 정보 처리 시스템만으로는 늘어난 데이터를

수용할 수 없기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생성, 수집, 분석,

활용, 유통, 저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클

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처리(Big Data Processing)

기술이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대용량의 데이터

(Massive Dataset)를 가공[7]하기 위한 정보 가공 기술

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수행되는

고도의 데이터 분석을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이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의 데이

터로부터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데이터 간 숨겨

진 연관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7]. 미래 데이터 예측은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막대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하면 빅데이터 시장 중 소

프트웨어 부문은 모든 범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반 소매 업체의 매

출도 3% ⁓ 4%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84%는 정확
성을 높이고 의사 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8].

기업이 빅데이터를 도입해서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

서는 SW 전공자가 아닌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가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러

나 빅데이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노규성[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빅데

이터 직무 수행에는 20개의 지식과 15개의 기술이 필요

하다. 송현민[10]은 빅데이터 직무 능력을 ‘컴퓨터 공학,

데이터 공학, 경영학, 통계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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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정책 제도, 기획, 처리, 분석, 시각화, 운

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표현하는 체계를 만드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프로

세스 혁신 및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

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직무’라고 정의한다. 정의에

따르면 빅데이터 전문 인력은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하므로 전공자가 아니라면 학습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해 ICT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하

더라도 분석을 수행할 분야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

집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2018년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의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11]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데이터산업의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직

무 인력 부족률이 데이터산업 전체에서 32.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빅데이터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컴퓨터 과학(공학) 전공자에 국한하지 않

은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는 사

례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12]-[16]. 산업 현장에서 사용

되는 빅데이터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교육한다 하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지식(Knowledge)과 스킬(Skills)을 반영해서 교육

하기 위한 지침서가 없으며, 전문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

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현장에

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영역의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빅

데이터 확산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W 기술자 등급’을 참고하여 빅데이터 전문

가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빅데이

터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빅데

이터를 보편적 빅데이터(Universal Big Data)로 정의하

고, 대학교 수준에서 빅데이터를 교육하기 위한 방향성

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특징과 독창성에 대해서 정리한

다면 다음과 같다.

Ÿ 빅데이터 전문가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 개발

Ÿ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영역의 빅데

이터를 정의(보편적 빅데이터)

Ÿ 보편적 빅데이터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

성 제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빅데이터 정의와 교육 운영사례

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교육의 방향을 제시

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정의

와 교육의 주안점 그리고 교육 영역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는 틀을 마련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빅데이터의 정의 및 빅데이터 교육

2.1 빅데이터의 정의

컴퓨터 과학에서 빅데이터란 단일 시스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볼륨(Volume)과 단일 시스템의 처리 용

량을 넘어서는 입출력 속도(Velocity), 그리고 다양성

(Variety)을 갖춘 데이터를 의미한다[17]. 이 세 가지 빅

데이터의 특징은 3Vs (Volume, Velocity, Variety)로 표

현된다. 빅데이터를 분산 처리 시스템(Distribute

Processing System) 또는 고성능의 컴퓨터(High

Performance Computer)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가

공하는 과정을 빅데이터 처리(Big Data Processing)라

고 한다. HADOOP[18]은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로, 저렴

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병합해서 고성능 컴퓨터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HADOOP

의 등장으로 빅데이터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데이터의 분석은 데이터 간 연관성(Association rule)

을 찾아내거나 데이터를 분류(Classification)하고, 군집

화(Clustering)하며, 미래 데이터를 예측(Prediction)하는

등 데이터의 특수성과 목적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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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7]. 빅데이

터 분석(Big Data Analysis)은 새롭게 생성하거나 수집

한 빅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가치를 도출해내기 위한

분석 기술을 의미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가공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작하기 위한 ICT

역량도 필요하지만, 데이터의 특수성과 목적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응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는 역량이 우선시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과학에서 정의

하는 빅데이터의 개념보다는 데이터 산업 현장에서 사

용되는 광범위한 영역의 빅데이터를 정의할 필요가 있

다. 산업 현장 정의되는 빅데이터는 컴퓨터과학에서 정

의되는 빅데이터의 특성(3Vs)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운행되는 버스를 예로 든다

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운행되는 버스는 약

7000여 대다[19]. 버스의 운행 정보는 속도와 위치 정보,

버스에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승객의 수, 결제 정보 등의

정형 데이터와 영상, 음성 정보 등의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된다. 비정형 데이터인 영상 및 음성 정보는 용량,

입출력 속도, 다양성을 모두 갖춘 컴퓨터과학에서 정의

되는 빅데이터라 할 수 있다. 반면, 정형 데이터인 속도

와 위치 정보, 승객에 대한 정보는 단일 시스템에서 수

용할 수 있을 수준의 용량이지만 실시간으로 입출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일 시스템에서 수용할 수 없는 빅데

이터[20]라 할 수 있다. 즉, 컴퓨터과학에서 정의되는 빅

데이터의 특성(3Vs)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단일 시

스템에서 수용할 수 없거나 새로운 분석 방법을 도입해

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는 데이터[21]는

빅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

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개념

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2.2 빅데이터 교육 동향

최근 미래창조 과학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은 데이터

아카데미에서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시도하

고 있다. 두 기관은 빅데이터 기술전문가 과정, 빅데이

터 분석전문가 과정, 빅데이터 기획전문가 과정, 전문

산업분야에 초점을 둔 빅데이터 융합전문가 과정, 지역

별 빅데이터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 전문가

과정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인력 양성 과

정을 개설해서 교육하고 있다[22].

빅데이터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교육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연구 사례는 찾아볼 수 있으나[9],

[23][24],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사례는 찾

아보기 어렵다. 정승화[13]와 정화민[14]의 연구 사례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담긴 대표적인 사

례 연구다. 정승화[13]는 K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빅데이

터 교육 과정에 참여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 26명, 강사 8명, 운영자 1인을 대상으로 학

습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K 교육기관의 빅

데이터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7주, 전문과정 9주, 실습과

정 8주이다. 정승화의 연구[13]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

교육은 실제 현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

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교육의 범

위, 실습을 위한 공용 데이터의 확보 방안 마련, 시설

환경 기준 등 빅데이터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서가

필요하다. 또한, 정승화[13]는 ‘국내 주요 빅데이터 교육

기관의 운영내용’을 분석했는데, 문헌 조사만으로는 교

육 운영상에 실천적 전략을 도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

다 기술하고 있다. 정승화[13]가 정리한 빅데이터 교육

기관의 운영 내용과 박수형[22]이 ‘데이터 전문인력 양

성 방안 연구’에서 기술한 빅데이터 인력 양성 현황으로

판단했을 때, 국내 빅데이터 교육은 교육기관마다 교육

의 목표, 내용, 기간, 방식이 서로 다르고, 산발적인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정화민[14]은 K 교육 기관의 빅데이터 분석과정에

참여한 192명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습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 기간은 하

루 8시간씩 4일 동안이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실무 위주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했다. 정화민

[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무수행에 도움 되는 정도

및 재참여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 연관성, 교

재 만족, 교육 내용의 적절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의 연관성과 교재 만족도, 교육 내용의 적절성은 학습자

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고, SW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교육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은 학습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박윤수의

연구[25]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승화[13]와 정화민[14]의 연구 사례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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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과 선별적인 내용을

구분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el 1> Big Data in Education
Fields Education

System
Design and
Manipulation

Ÿ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
(HADOOP, SPARK, STROM)

Ÿ Programming Language (Python, Java,
R)

Ÿ DBMS (No-SQL, SQL)
Ÿ Cloud Computing for System Model

Analysis

Ÿ Data Modeling
Ÿ Statistical Analysis
Ÿ Data Mining
Ÿ Machine Learning
Ÿ Data Visualization

Applications

Ÿ SNS Analysis
Ÿ Log Data Analysis
Ÿ Case Study
Ÿ Cloud Computing for Service Model

<Tabel 1>은 정승화[13], 정화민[14], 조우제[24]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2]의 연구 사례에서 기술된 빅

데이터 교육 내용을 참고해서 빅데이터 교육 내용을 세

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시스템 설계 및 조작

(System Design and Manipulation) 역역은 분산 처리

시스템 또는 고성능 서버를 이용해서 분석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한 교육 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스킬과 비정형 데이터 또

는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DB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한다. 분석 기술(Analysis) 영역은 데이터를 분석하

기 위한 통계 분석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시각화 기술, 데이터 모델링 기술 등 데이

터를 분석하기 위한 교육 영역을 의미한다. 응용 영역

(Applications)은 SNS 분석, 로그 데이터 분석 등 텍스

트 마이닝 기술과 다양한 응용 사례 교육(Case Study),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

팅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 영역으로 분류했다.

노규성[9]은 NCS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직무를 4개

직무 분야로 분류하고 빅데이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으로 20개의 지식(Knowledge)과 15개의 스킬

(Skills) 영역을 도출했다. 정지운[26]은 ‘빅데이터분석기

사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발 연구’를 통해 NCS 검토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빅데이터분석

기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현행 NCS를 기반으로 자격

을 구성하여 검정할 경우 6수준(석사 이상) 이상의 지식

과 스킬이 요구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수준의 자격이

개발될 수 있으며, NCS의 포괄범위 재조정과 능력단위

수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데이

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보고

서[22]에서 국내와 해외의 빅데이터 교육 모델과 사례를

분석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보고서[22]에서는 여

러 교육 모델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

터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정책과 빅데

이터 정책의 연계 강화 등 단기 과제와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교육 확대, 빅데이터 R&D와 인력양성 융합 등 장

기 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

정되면서[27]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증가했고,

빅데이터 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의 예측치인 32.7%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규

성[9]과 정지운[2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2]의 연구

사례는 빅데이터 교육이 요구하는 교육의 수준이 지나

치게 높으며, 보다 보편적 교육을 위한 빅데이터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 사례로부터 빅데이

터 교육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이슈를 다음과 같이 도

출하였다.

1. 빅데이터 교육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

식 등 표준화된 지침서를 필요로 한다.

2.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수준을 맞추기보다는

학습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빅

데이터 교육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빅데이터 교육을 위한 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를 통해 빅데이터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2.3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요구할 때(On-demand)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화(Virtualization)된 컴퓨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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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자원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28].

최근 IoT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센서로부터 감지하는

데이터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졌고, 이를 클라우드 컴

퓨팅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29].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는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SaaS

(Software as a Service)로 분류된다[28]. IaaS는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저장소(Storage), 로드 밸런서

(Load Balancer), 라우터(Router) 등 클라우드의 기반시

설(Infrastructure)을 제공하는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다. PaaS는 OS, DBMS, 프로그래밍 언어 패키지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PaaS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형태로 최근 포브스가 선정한

2020년을 선도할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야 중 하나

이다[1]. SaaS는 클라우드에 구현된 응용 소프트웨어와

DB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 소비

자에게 직접 서비스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다.

여러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동일 플랫폼의 하

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클라

우드 컴퓨팅 기술은 빅데이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이

상적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범위와 방법

2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컴퓨터과학에서 정의하는

빅데이터는 산업 현장에서 의미하는 빅데이터와 의미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

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

로 보편적 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편적 빅데이터를 교육하기 위해 어떤 영역의 지식을

교육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빅데이터

교육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가설을 세웠다.

가설1. 산업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빅

데이터는 컴퓨터과학에서 인식되고 있는 빅

데이터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데이터를 의미

할 것이다.

가설2. 산업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빅

데이터 처리는 반드시 고성능 컴퓨터 또는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또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설3. 빅데이터 확산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설계하

고 조작하기 위한 역량보다는 데이터를 분석

하고 응용하기 위한 역량 위주의 교육이 필

요하다.

컴퓨터 과학에서는 빅데이터의 특성을 3Vs 또는 3Vs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산업 현장에서 의미하는 빅데이터는 반드시 3Vs 특성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의미하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

편적 빅데이터(Universal Big Data)로 정의한다.

가설1은 빅데이터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편

적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정했다.

기존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 데이

터로부터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다면 이를 빅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21]. 그러나 새로운

분석 방법이 반드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나 고성능 컴

퓨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설2는 빅데이터 전

문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해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가설3은 가설2를 뒷받

침하는 문항으로, 빅데이터 처리에 반드시 분산 처리 시

스템 또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지식 영역에 중점을 두고 교육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정했다.

빅데이터가 컴퓨터 과학에서 의미하는 데이터가 아닌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범용 데이터까지 그 의미가 확장

된다면, SW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빅데이

터 활용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빅데이터 처리를 반드

시 분산 처리 시스템이나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

는 것이 아니라면 빅데이터 교육이 요구하는 지식과 스

킬의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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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빅데이터 교육이 요구하는 지식

과 스킬 기준이 완화된다면 SW 비전공자에게도 빅데이

터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3.2 설문조사 대상의 전문성 검증을 위한 기준

Fig 1. Survey participa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career experience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기술 산업 종사자 또는 연구 및 교육 종사자

로 제한했다. 조사 대상의 학력 분포는 학사 6명, 석사

15명, 박사 12명이며, 경력 분포는 1년 이하 0명, 1년 이

상 ∼ 3년 이하 8명, 3년 이상 ∼ 5년 이하 3명, 5년 이

상 22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SW기술자 등급[30]을 참고해서 아래와 같이 중급 기술

자 이상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 조사 대상을 제한했다.

Ÿ 1컴퓨터과학 또는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산업에 종

사한 자

Ÿ 컴퓨터과학 또는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산업에 종

사한 자

Ÿ 컴퓨터과학 또는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 소지자

중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산업(교육 포함)에

종사한 자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직무는 중복을 허용해서 조

사했으며, 직무와 직무에 따른 영역의 분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a)에서 빅데이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직무(Job1)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11명, 인공지능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직무(Job2)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는 24명,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교육 및 연구(Job3)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직무 영역

을 개발에 한정하지 않기 위해 비즈니스 계열도 포함하

였으며, 그림 2(b)와 같이 빅데이터 비즈니스 영역 전문

가 8명, 빅데이터 개발 영역 전문가 23명으로 분류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에게 본 설문이 연구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설문을 진행했다.

Fig 2. Survey participants’ roles(a) and tasks(b)



208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4권 제2호

3.3 설문 방법

<Tabel 2> Categories are four grouping general backgrounds
Category Questions
Background Q1, Q2, Q3
Job Carrier Q4, Q5, Q6

Concepts of Big Data Q7, Q8, Q9
Education and Research of Big Data Q10, Q11

설문 내용은 <Tabel 2>와 같이 4개의 소분류와 11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문항 Q1에서부터 문항 Q3까지는 이

름, 소속, 전공 등 응답자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

항으로 구성했다. 문항 Q4는 현재 소속된 기업 또는 교

육기관에서 응답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고, 문

항 Q5는 응답자가 담당한 직무가 빅데이터 비즈니스 또

는 빅데이터 개발 영역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며,

문항 Q6는 응답자의 경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문항 Q4에서부터 문항 Q6까지는 비즈니스와 개발의 두

축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문

항 Q7에서부터 문항 Q9까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빅데

이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가설 1과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선정했다. 문항 Q7과 문항 Q8을

통해 산업 또는 교육에서 의미하는 빅데이터가 반드시

3Vs를 만족하는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

설 1을 검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적절한 분석

기술이 없어서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도 ICT 기술과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활용 가능성이 증가했다. 문항

Q8은 이처럼 과거에는 활용되지 못했던 데이터를 분석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이를 빅데이터

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빅데이터를 반드시 빅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나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 Q9을 선정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미래 산업에서 가치를 가지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 Q10을 선정했다. 마지막

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직무

를 맡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빅데이터를 SW 비전공자에

게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의 교육이 필요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문항 Q11을 선정했다. 인공지능과 빅데

이터 직무는 어느 한 분야로 고립되지 않고 연관성이

있는 만큼 선택지의 중복을 허용했다.

<Tabel 3> Survey

Background questions:
Q1. Name, Q2. Affiliation, Q3. Major

Q4. What is your profession or field of study?
(Multiple selection possible)

□ Job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big data
□ Job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A.I.
□ Education and research related to big data or A.I.

Q5. Which Business domain of big data or A.I. do your
job duties most closely align with?

□ Big Data Business Area
□ Big Data Development Area

Q6. How many years of combined experience do you
have working in the industry and/or academic
research?

□ Less than 1 year
□ 1 year to 3 years
□ 3 years to 5 years
□ More than 5 years

Q7. How do you define big data?
□ Data that satisfies all of the 3 Vs (Volume, Velocity,
Variety)

□ Data that satisfies two or more of the 3 Vs
□ Data that satisfies at least one of the or more of 3 Vs
□ Can not be defined solely by the 3 Vs

Q8. Can we describe the unuseful data in the past as
the big data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CT
included big data processing framework or analytic
technology, etc?

□ YES □ NO

Q9. Do you think that the processing of big data is limited
to big data processing platform (ex: HADOOP,
SPARK, STORM) or High Performance Computers?

□ YES □ NO

Q10. What do you think is big data’s potential as an
industry in Korea?

□ Seems worthless
□ Although valuable, it is not big enough to be deemed
its own industry in the future

□ It has the potential to stand as its own industry

Q11. If you were to incorporate big data education at
the core of university liberal arts cucrriculums,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for it to be taught ?
(Choose one or more)

□ Education focused on application cases
□ Training around building system
□ Training around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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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기술 및 분석

문항 Q7에서부터 문항 Q11까지의 응답을 <Tabel 4>

에 정리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

항(Q7)에서 10(30.30%) 명의 응답자가 3Vs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빅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다고 응답

했고, 11(33.33%) 명의 응답자가 3Vs 중 두 가지 이상

을 만족한다면 빅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3Vs를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 또는 3Vs만으로는 표현하

기에 부족하다는 응답은 각각 7(21.21%) 명과

5(15.15%) 명으로 나타났다. 문항 Q8에서는 예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를 빅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응답이 17명(51.52%),

인식할 수 없다는 응답이 16명(48.48%)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 문항(Q9)

에서는 빅데이터가 반드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를 이

용하거나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9명

(27.27%),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24명(72.73%)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2를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문항 Q7에서부터 문항 Q9까지의 결과는

3Vs를 모두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면,

반드시 분산 처리 시스템이나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

지 않더라도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

실을 뒷받침한다. 문항 Q7에서부터 문항 Q8까지의 결과

를 바탕으로 보편적 빅데이터를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Ÿ 분산 처리 시스템 또는 고성능 서버를 이용하지 않

더라도 과거에는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로부터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이를 빅데이터로

볼 수 있다.

Ÿ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특성인 3Vs를 모두 만족하지

않더라도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용량 또는 입출력 속도 또는 다양성을 갖췄다면 이

를 빅데이터로 볼 수 있다.

빅데이터 산업의 미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Q10)에서 가치가 없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가치가 있으

나 미래 산업이라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6명(18.18%),

가치가 있으며,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응답이

27명(81.82%)으로 나타났다. SW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교육한다면 어떤 지식 영역을 교육할 것인

지 파악하기 위한 문항(Q11)에서는 23명(69.70%)의 응

답자가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3명

(39.39%)의 응답자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식과 스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2명(66.67%)의 응답자

가 데이터 분석 기술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

다. 문항 Q11의 결과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식과 스

킬 교육보다는 응용 사례와 분석 기술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설3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abel 4> Survey Results

Q7

1 V 2 Vs 3 Vs Over SUM

10
(30.30%)

11
(33.33%)

7
(21.21%)

5
(15.15%)

33
(100%)

Q8

YES NO SUM

17
(51.52%)

16
(48.48%)

33
(100%)

Q9

YES NO SUM

9
(27.27%)

24
(72.73%)

33
(100%)

Q10

Worthless
Valuable,
Not Future
Industry

Valuable,
Future
Industry

SUM

0
(0%)

6
(18.18%)

27
(81.82%)

33
(100%)

Q11

Education
Focused on
Application
cases

Training
Around Building
System

Training
Around Data
Analysis

23
(69.70%)

13
(39.39%)

22
(66.67%)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위해 응답자들의 직무 영역

(Q5)을 비즈니스 (Big Data Business) 영역의 그룹과

개발(Big Data Development) 영역의 그룹으로 분류하

고,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Q8),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인식(Q9),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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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한 인식(Q10)을 조사한 결과를 <Tabel 5>에

정리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Q8)에서는 비즈니스 그룹과 개발 그룹 모두에서 긍정

과 부정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즈

니스 영역의 그룹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빅데이터 처리

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Q9)에서 빅데이터

의 가공에 반드시 분산 처리 시스템이나 고성능 컴퓨터

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개발 영역의 그룹

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8명, 필요 없다는 의견이 17명으

로 나타났다. 이는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인식은 빅데이

터 비즈니스 영역의 그룹과 개발 영역의 그룹 간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산업에서 빅데이터 기술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

한 문항(Q10)에서 비즈니스 그룹 전원은 빅데이터 기술

이 가치가 있으며, 미래 산업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개발 그룹은 가치가 있으나 미래 산업으로 볼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24%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빅

데이터 비즈니스 영역 그룹과 개발 영역 그룹의 빅데이

터 처리와 빅데이터 기술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응답의 경향은 비슷한 것

으로 나타났다.

<Tabel 5> The Correlation between
Job Fields(Q5) & Q8, Q9, Q10

Q5

Big Data Business
Big Data
Development

SUM

8
(24.24%)

25
(75.76%)

33
(100.00%)

Q8

yes no yes no yes no

4
(50.00%)

4
(50.00%)

13
(52.00%)

12
(48.00%)

17
(51.52%)

16
(48.48%)

Q9

yes no yes no yes no

1
(12.50%)

7
(87.50%)

8
(32.00%)

17
(68.00%)

9
(27.27%)

24
(72.73%)

Q10

Future
Industry

Not
Future
Industry

Future
Industry

Not
Future
Industry

Future
Industry

Not
Future
Industry

8
(100%)

0
(0%)

19
(76.00%)

6
(24.00%)

27
(81.82%)

6
(18.18%)

<Tabel 6>은 SW 비전공자에게 어떤 지식 영역을

교육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Q11)의 조사 결

과를 응답자들의 직무 영역(Q5)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

다. 비즈니스 영역의 그룹은 전원이 응용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

식과 스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으

며, 데이터 분석 교육은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빅데이터 개발 영역의 그룹은 응용 사

례 위주의 교육보다는 데이터 분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식과 스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4%로, 비즈니스 영

역의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 영역의 그

룹과 개발 영역의 그룹이 빅데이터 교육에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지식 영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

한다.

<Tabel 6>The Correlation between
Job Fields (Q5) & Education (Q11)

Education
Applied
Education

System
Construction

Data
Analysis
EducationArea

Big Data
Business
(8, 24.24%)

8
(100%)

2
(25.00%)

5
(62.50%)

Big Data
Development
(25, 75.76%)

15
(60.00%)

11
(44.00%)

17
(68.00%)

응답자들을 빅데이터 직무 그룹과 인공지능 직무 그

룹, 교육 및 연구 그룹으로 분류하고, 직무에 따른 빅데

이터에 대한 인식(Q8),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인식(Q9),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가치에 대

한 인식(Q10)을 조사한 결과를 <Tabel 7>에 정리했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응용사례 위주의 교육과 데이터

분석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빅데이터

관련 직무는 데이터 분석이, 인공지능 관련 직무 그룹과

교육 및 연구 그룹은 응용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

다고 응답했다. 반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식과 스킬

교육 대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직무 그룹보다 교

육 및 연구 직무 그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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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7> The Correlation between
Job (Q4) & Education (Q11)

Education
Applied
Education

System
Construction

Data
Analysis
EducationProfession

Job1
(11, 33.33%)

8
(72.73%)

4
(36.36%)

10
(90.91%)

Job2
(24, 72.73%)

16
(66.67%)

8
(33.33%)

15
(62.50%)

Job3
(23, 69.70%)

19
(82.61%)

10
(43.48%)

17
(73.91%)

마지막으로 직무(Q4)와 직무 영역(Q5)에 따른 빅데이

터 교육에 대한 인식(Q11)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Q4-Q11, Q5-Q11 간 연관 분석을 수행한 결

과를 <Tabel 8>에 정리했다. 연관 분석 도구는 WEKA

3.0과 EXCEL을 이용했으며, 신뢰도 0.7 이상, 향상도

1.1 이상인 결과만 나열했다.

<Tabel 8> Association Rule between Q4, Q5 & Q11

Rule1: {Q5.Business} → {Q11.Applied Education: Yes}

Support Confidence Lift

0.24 1.00 1.43

Rule2: {Q4.Job1} →{Q11.Data Analysis Education: Yes}

Support Confidence Lift

0.33 0.91 1.36

Rule3: {Q4.Job3} →{Q11.Applied Education: Yes}

Support Confidence Lift

0.70 0.83 1.19

Rule4: {Q5.Business} →{Q11.System construction: No}

Support Confidence Lift

0.18 0.75 1.24

<Tabel 8>의 연관 규칙에 따르면, 직무 영역이 비즈

니스 영역인 응답자들은 문항 Q11에서 응용 사례 위주

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Rule 1).

직무가 빅데이터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Job1)은 문항 Q11에서 데이터 분석 위주의 교

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Rule 2). 직무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교육(Job3)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문항 11에서 응용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Rule 3). 마지막으로 직무

가 비즈니스 영역인 응답자들은 문항 Q11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식과 스킬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

하는 경향이 있다. <Tabel 8>의 연관 규칙을 정리한다

면, 빅데이터 비즈니스 영역의 그룹은 응용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시스템 구축을 위

한 지식과 스킬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직무가 빅데이터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연구 또는 교육과 관련된 직무인 경우 빅데이터

교육에 응용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Tabel 6∼8>의 결과는 응답자의 직무

(Q4)와 직무 영역(Q5)에 따라서 빅데이터 교육에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영역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

적인 경향은 빅데이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 위

주의 교육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응용사례 위주의 교육과 데이터 분석 교육이 우선시 돼

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을 바탕으로 보편적 빅데이터 활용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식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을 세웠다. 이

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산업 종사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33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

다.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 현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빅데이터는

컴퓨터과학에서 정의되는 빅데이터의 개념보다 광범위

한 범위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둘째, 예전에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분석 기법 또는 새로운

정보 가공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셋째, 빅데

이터의 활용이 반드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스킬을 요구

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 또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

한 교육보다는 빅데이터의 응용 사례 교육과 분석 방법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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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의 정의는 전문성을

넘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데이터 관련 법안이 처리되었다[27].

이는 미래 사회에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영

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서 입증된 것과 같이 빅데이터 인력 양성은 수요를 충

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1]. 부족한 인력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교육을 통해 빅데이

터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편적 빅데이터 역량을

갖춘 보다 많은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둘째, SW 전공

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빅데이터를

교육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 환

경을 구성하는 것은 공학의 영역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은 각 분야 전문가의 영

역이다. 공학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PaaS)을 제공하고, 각 분야 전문가는 클라우드 플랫폼

을 통해 공유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과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새

로운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활용 모델이 필요하다. 따

라서 빅데이터 교육은 표준화된 지침서를 마련해서 SW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빅데이터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비전공자에게도 보편적인 빅데이터 교육을 제공함

으로써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활용 모델을 준

비해야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보편적 빅데이터의 개념

을 바탕으로 SW 비전공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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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9년: 전남대, 교통대,

한밭대, 협성대, 중앙대, 계원

예술대, 중앙대, 세종대, 한남

대 강의

2019 ～ 2021: 한국연구재단 신진

연구자지원사업 책임 연구

현재,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

소 HK연구교수

관심분야: 컴퓨터 비전, HCI, 인공

지능기술 응용, 웨어러블 컴

퓨팅 디바이스 설계 및연구,

소프트웨어 교육 등

e-mail: genegraphy@ca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