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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 민간, 정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Data Scientist)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

터 기반 마케팅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마케팅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한 국내외 대학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에 의해 수집된 디지

털마케팅, 빅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분석, 개발자 관련 과목 3,523개의 분석결과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사이언

티스트 양성을 위해 특화된 교과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과정이 디지털 마케

팅 및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교과과정 개발에 유용하게 참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빅데이터, 교육과정,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활용

Abstract  Many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big data analysis in various fields such as individuals, 

private sectors, and government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raining data scientists to provide these 

services. Particularly, interest in big data-based marketing curriculum is high.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y big data-based marketing-related curriculum to utilize vast and diverse 

types of information from a marketing perspective in the era of big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3,523 subjects related to digital marketing, big data marketing, data analysis, and developers 

colle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criteria, it was analyzed that the specialized curriculum for training 

data scientists requir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not appropriate.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curriculum in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marketing and 

big data-based marketing curriculum.

Key Words : Big Data, Curriculum, Data Management, Data Analysis, Data Visualization, Data Use

*Corresponding Author : Yi, Myongho(withyesu@gmail.com)

Received March 17,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April 1, 2021

Published May 28, 2021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5, pp. 105-115,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5.105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5호106

1.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데이터 활용 기법들이 개발되며 

사용자 구매 분석, 장바구니 분석 [1,2], 고객의 동선 등 

사용자의 관심사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 해

졌으며, 인구통계학적인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를 침해하

지 않는 선에서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용이 해졌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

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등과 다양한 IoT 디바

이스들을 통해 많은 양의 디지털 흔적 (digital trace)을 

남기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데에 큰 매개체 역

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수업, 온

라인 회의 등 업무와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으로 행해지고 있다.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일

상 활동 및 소비생활, 정보 탐색 및 커뮤니케이션 등의 

디지털 흔적이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있

다. 모바일 웹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특히 SNS

의 활용은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를 야기하였고 정형화된 

형태의 데이터가 중요하게 쓰이던 과거와 달리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형식의 SNS 데이터가 등이 활발

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이 호응하

는 정책을 세우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터

의 수집-저장-처리-분석-시각화-적용하는 기술들의 발

달로 빅데이터의 활용 [3-5] 이 증가 하고 있다. 빅데이

터 관련 기술들이 발달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였고, 많은 기관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분

야를 개척해 가고 있다.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

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고 

이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필요와 이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반영할 방법인 디지털 마케팅으로 연결되었다. 

기업은 빅데이터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기법 두 가지에 

대한 기업 내부의 역량을 쌓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인문학과 심리학, 광고 이론으로 접근하던 

마케팅 현장은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즉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6, 7].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에 의하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Value)를 특정 고객 (Customer Segments) 에게 다양

한 채널(Channels)을 통해 전달하고 이러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1:1 개인화 된 고객 관계 

(Customer Relationships) 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증

가하고 있다[8]. 

전통적인 방식의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객과의 소통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빅데이

터 기반 마케팅은 1:1 마케팅이 요구되는 기업에서 중요

한 위치 [6] 를 차지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경영 전반에 

적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시장을 파악하며, 새로운 미래 

비즈니스 영역을 탐색하는 일은 기업의 가장 큰 과제이

다. 급변하는 데이터 시대에서 빅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융합은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 

기업과 학계에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크게 5가지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으

며, 이는 빅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데이터 저장 영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등장으로 대량의 데이터 저장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분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컴

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정형화된 데이터 구조

의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비정형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또한 발달하였다. 빅데이터 시대 이전

에 주요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이었던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Relational Database)와는 달리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발생한 데이터 형식의 다양성은 비정형데이

터 처리 방식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비관계형 데이터

베이스(Non-Relational Database)의 발전으로 이어져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가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기

반이 되었다. 셋째, 데이터 검색이 고성능의 병렬 컴퓨터

로 인해 순식간에 처리 가능 해졌다. 넷째, 데이터의 전송

이 국제 표준으로 이해 호환성 측면에서 많이 향상되었

다, 다섯째, 데이터 활용 부분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데이터 분석, Data-Driven Marketing, Data Scientists

의 급증으로 그 활용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초기에는 마케팅 업무의 대부분을 고

비용의 전문 솔루션 활용 혹은 기술기반 인프라 구축 및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 기반으로 디지털 마케팅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빅데이터는 대기업의 전유물이라

는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

법들이 발생하며 저비용 고효과의 데이터 분석 기법 및 

디지털 마케팅 기법들이 나타났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코딩을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분석-시

각화를 할 수 있는 R, Python 등 각종 오픈 소스들이 개

발되어 공유되었고, 코딩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무료의 Tableau, Google Analytics 등 각종 솔루션

들 또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학과 사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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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등에서는 고비용의 전문 솔루션 및 숙련된 기술 전

문가의 도움 없이도 다양한 오픈 소스 및 솔루션 등을 활

용한 디지털 마케팅 업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분석-시각화 및 이를 해석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실

무형 마케팅 테크놀로지 관련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중

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마케팅 교육과정

을 현업 마케터들과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현업의 마케터

는 실무에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학생은 구직 활동 

시 현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취업에 유리하도록 하고

자 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교육에 대한 수요로 연

결된다. 디지털 마케팅과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교육에 

대한 기업과 학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점점 더 늘어나는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에 대한 관심

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마케팅 관

련 분야와 빅데이터 기술 분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교

육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디지털 마케팅과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 고찰과 

교육과정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디지털 

마케팅과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

하는 것이다.‘경영에서의 마케팅’분야와 데이터 처리기술

을 가르치는 ‘컴퓨터학’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이를 함

께 고려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마케팅’ 과목에 대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관련 기술을 습득한 인재양성

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마케팅 담당자가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업무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빅데이터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하였는데 우선 

빅데이터 인력 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하였다[9]. 스

포츠마케터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

헌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의 융합 디자인 교육과정 방

향을 제안 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하였다[11]. 4차 산

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대학 관련 연구 동향과 사례를 

연구를 통해서 교육 과정 개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2]. 빅데이터 전공 교과과정 개발에 대해

서 지역별로 그리고 학부/대학원을 구분하여 분석 하였

다[13]. 교과과정은 기반, 기술, 분석, 사업 영역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주제에 대한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공통되게 나타난 현상은 

시스템 구축설계 및 정보기술분야의 교과목 수가 많은 

것이며 도서관 및 정보센터 경영과 이용자서비스도 교과

목이 많은 주제 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

미국 대학 내 메이커스페이스 과목에 대한 분석을 통

해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 과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10].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약 23년간의 교과과정을 4가

지 영역에서 과목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15].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와 장애인 서비스 전문사서 교과과정을 조

사 분석하였다[16]. 국내 55개의 보안관련 학과들 중 정

보보안학과는 총 45개로 주로 기술 중심의 보안에 집중

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융합적인 관점에서 보안을 이

해하고 적용하는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

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17]. 2014년 이후 새로 신실

된 4개의 산업보안 학과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학과들 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현

재의 산업보안 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산업보안 학과들

이 집중하고 있는 교육영역은 매우 상이하며 같은 교육

영역 내의 과목들조차 공통적인 요소들이 매우 적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마케팅 

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외 

대학교 교육과정 수집. 둘째, 교육과정 분류체계 수립. 세

째, 분류체계 기반 교육과정 비교분석이다. 

마케팅관련 교과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교육 편람, 과목 소개 웹페이지, 학교요람 등을 조사

하여 교과목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분석

을 위해서 데이터 형식을 단일화 하고 명칭을 통합하였

다. 국내외 대학교 중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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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인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및 유사 전공

들의 교육과정을 수집하였다. 국내 대학은 ‘대학 알리미’

사이트 기준 서울소재 상위 20개의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집하였으며, 해외 대학의 경우 The Times 선정 미국

의 상위 20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집하였다. 교육과정 

수집에 있어 초기 연구 기획단계에서는 특정 사이트 (예

를 들어 국내의 경우 진학사와 같이 대학 입시 관련 최대 

규모 플랫폼) 에서 교육과정을 일괄 수집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측하였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 수집을 해보니, 

교육과정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으며 학교별로 교육과

정 업로드 기간과 위치가 일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

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데이터 수집에 용이한 형

태가 아니라, PDF파일 혹은 이미지 파일, 서술형 텍스트

로 업데이트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

이 있었고 모든 교육과정을 수작업으로 수집하는 번거로움

이 있었고, 이를 각자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취합하였다. 

모든 교육과정을 수집한 후, 분류체계를 정의하여 이

에 맞게 데이터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류체계는 기존 

학술 논문과 NCS직무 체계 교육과정 등의 레퍼런스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 본 결과 해

당 교육과정에 맞지 않았다. 따라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눈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합의된 분류체

계를 바탕으로 수집한 교육과정 데이터를 정제 및 분류

하고 대학교 별로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4.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인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마케터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사이언스 벤 다이어그

램에 따르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분야는 코딩 역량, 통계 

역량,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18].

Fig. 1. Conway Data Science  

코딩 (Coding) 

코딩이란 일정한 프로그램 언어를 써서 프로그램을 작성

하는 것으로 데이터 수집-저장-정제-분석 과정에서 필요

로 한다. 코딩은 대학교에서는 주로 컴퓨터학과, 컴퓨터 

공학과 등의 전공에서 가르치며 최근에 신생 과목으로 

많이 나타나는 전공명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빅데

이터 학과 등이 있다.

통계 (Statistics) 

통계란 집단적인 현상이나 수집된 자료의 내용에 관한 

수량적인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나 자연 현상을 

정리 및 분석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된다. 대학 과정

에서 통계학을 전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통계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학문이기에 대부분의 

전공에서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

하고 있다.

전문 분야 (Domain)

전문 분야란 한 가지 분야를 가리키는 말로 본 연구에서

는 ‘마케팅’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교에서는 마케팅을 단

일학과에서 강의하지 않고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세부 

전공으로 강의하고 있다. 해외 대학교는 국내와 달리 마

케팅을 단일 학과로 채택한 경우가 몇몇 있었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Conway의 벤 다이어

그램을 각 항목별 전공과목으로 변경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Fig. 2. Conway Data Science and 

Disciplines 

위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경

영학과 세 가지 과목을 통합적으로 학습해야 데이터 기

반의 디지털 마케팅을 수행하는 인력양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과목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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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할 과목과 추가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옵션을 탐색하였다.

먼저 시장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여 현재 사용

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수집하였다. 대학교의 경우 국내 

대학교, 해외 대학교, 국내 대학원, 해외 대학원의 교육과

정을 수집하였다.

교육과정을 수집한 국내대학교는 다음의 방법으로 선

정하였다.

1) 대학교의 기준을 계약 학과와 야간, 사이버 대학교

를 제외한 국내 4년제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와 교

육과정이 존재하는 대학으로 한정)로 정했다.

2) ‘대학 알리미’사이트를 활용하여 전공 관련 키워드

를 검색하였고, 검색 결과 중 선정한 대학교 기준

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집하였다.

Fig. 3. University Information 

교육과정을 수집한 해외 대학교는 The Times에서 선

정한 ‘business’ 관련 학과의 미국 상위 20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수집하였다.

Fig. 4. US University Ranking

Fig. 5. US Universities  

University of Washington 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에 대한 수요가 높은 Amazon, Microsoft 등의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에 위치한 대학이다. University of 

Washington 에는 Data Science 프로그램이 5개의 다

양한 학과에 개설되어 있다[19]. 

College Program Degree Methods Department

UW@ 
Seattle

M.S. in Data 
Science

Masters On Campus Interdisciplinary

UW@ 
Seattle

Certificate in 
Data Science

Certificate On Campus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UW@ 
Tacoma

Big Data Doctorate On Campus Interdisciplinary

UW@ 

Tacoma

Certificate in 

Business 
Analysis 

Certificate
Online/On 

Campus

Professional and 

Continuing 
Education

UW@ 
Tacoma

Certificate in 
Business 
Intelligence

Certificate On Campus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Table 1. University of Washington Data Science 

Program

5개의 프로그램 중 Master in Data Science 교과과

정을 살펴보면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디자인, 통계, HCI, 알고리즘, 그리고 졸업 작품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Applied Mathematics, 

Biostatistics, Paul G. Allen School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Human Centered Design 

& Engineering, Statistics, 그리고 The Information 

School 5개 학과가 제공하는 융합 과정이다. 

Autumn Quarter Winter Quarter Spring Quarter

Data Visualization for 
Data Scientists

Data Management for 
Data Science

Software Design for 
Data Science

Introduction to 
Statistics & Probability

Applied Statistics & 
Experimental Design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for Data 

Science

Topics in Data Science

Human-Centered Data 
Science

Capstone Project 
Implementation

Scalable Data Systems 
and Algorithms

Capstone Project 
Planning

Table 2. University of Washington Data Science 

Curriculum 

수집한 모든 교육과정은 Conway의 벤 다이어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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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세 가지 학문 영역(Coding, Statistics, Domain) 

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세가지 학문 영역이 단일 전공

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여러 영역에 중복되어 있어 교육과정 

구성상 맞지 않아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 마케팅, 데이

터 분석, 개발자 과정  네 가지 구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교육과정은 텍스트 형태로 되어있고 학교, 교수자 등 

다양한 요인을 이유로 비슷한 내용의 과정 인데도 각기 

다른 과목명으로 명명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과목

명을 통일하는 작업을 거쳤고, 이에 일정한 기준을 정함

과 동시에 유의어 사전을 제작하여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가능성을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키워드로 갖고 있는 학과의 교육과정 중 데이터 분석에

서 요구하는 역량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분석’ 과정으로 

수집하였고, ‘디지털 마케팅’, ‘마케팅’ 키워드가 포함된 

학과는 ‘디지털 마케팅’ 과정으로 분류하여 수집하였다. 

마케팅의 경우 다양한 분야가 있기에 통일하는 것이 가

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였으나, 스마트폰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이후에 IT기술들이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마케팅의 거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 되었기에 ‘마

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데

이터 정제를 위한 텍스트 사전 처리 규칙은 아래와 같다. 

Rules Before After 

이론 과목 명칭 끝에 “론”, 
“이론”, “원론” 제거

마케팅 원론 마케팅 

이론 과목 명칭 끝에 “론”, 
“이론”, “원론” 제거

데이터 분석 이론 데이터 분석

과목 명칭 끝에 “학”, “수업” 
제거 

경영통계학 경영통계 

같은 개념의 다른 명칭 일원화
텍스트 자료처리 
분석

텍스트마이닝

같은 개념의 다른 명칭 일원화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

e비즈니스

같은 개념의 다른 명칭 일원화 분산처리 분산컴퓨팅

같은 개념의 다른 명칭 일원화 임베드수업 임베드시스템

같은 개념의 다른 명칭 일원화 기계학습 머신러닝

영문 교육과정 소문자 처리 JAVA java 

영문 교육과정 소문자 처리 Python python

Table 3. Text Preprocessing 

위 표는 교과목명 기준표이다. 교과목명 기준표에 따

라 교과목명 정제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였다. 

4.1 디지털 마케팅  

교육과정에 디지털 마케팅이 존재하는 경우 모두 수집

하였다. 마케팅 강의 혹은 마케팅 자격증 강의와 같이 전

체 교육과정 중 디지털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

정은 모두 수집하였다. 교육과정을 수집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마케팅’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 마케터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디지털 마

케팅’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으로 수집한 과목수

는 총 930개이다. 

Rules for Course Title

론, 개론 제거

경영학원론
마케팅원론->마케팅
소비자행동
통계학->확률과통계

~통계학->~통계

Table 4. Rules for Course Title

데이터구조->자료구조
언어같은 것이 없고 그냥 프로그래밍만 있는 경우->프로그래밍

객체지향 수업->객체지향프로그래밍
JAVA, C, C++, 파이썬, C# ->~프로그래밍
임베디드수업->임베디드시스템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e-비즈니스

큰덩어리가 2개 이상 붙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쓰고 컬러링하기
기업가정신 포함 수업->기업가정신
글로벌 비즈니스
비즈니스데이터개론->데이터사이언스

비즈니스
자바->대문자로 'JAVA'
빅데이터분석->데이터분석
SAS프로그래밍

SPSS
MIS, 경영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수학, 수리기초 등 ->~수학
가상 및 증강현실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공공데이터 이해와 분석
멀티미디어신호처리-->신호및시스템
국제마케팅->마케팅

기계학습
주제+데이터분석->~데이터분석
해석, 번역->컴파일러
컴퓨터학개론-컴퓨터

CRM
빅데이터분석 내용->빅데이터분석
미적분학
컴퓨터게임제작->게임프로그래밍

데이터과학, 데이터과학개론 등->데이터사이언스
기계학습->머신러닝
기업가정신 포함 -> 기업가정신
데이터사이언스개론->데이터사이언스

프로그래밍 언어->프로그래밍
신흥시장 단어포함 -> 신흥시장

Course Title Rules

창업 단어포함 -> 창업경영
커뮤니케이션 단어포함 ->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단어포함 7-> 의사결정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HCI
GIS, 지리 시스템 -> 지리정보시스템
리눅스 활용->리눅스
마케팅 리서치->마케팅조사

분산처리->분산컴퓨팅
BI, 비즈니스인텔리전스 ->비즈니스인텔리전스
알고리즘, 알고리즘분석&설계&입문 등 -> 알고리즘
광고기초->광고론

정보보호->정보보안
텍스트자료처리분석,텍스트마이닝->텍스트마이닝
시물레이션->시뮬레이션
OR->운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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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gital Marketing Curriculum 

930개의 교과과정 중 학년별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나

타난 과목은 다음과 같다. 

Fig. 7. Three or more times Digital 

Marketing Courses 

이 중 7회 이상 나타난 과목은 아래와 같다 

Fig. 8. Seven or more times Digital Marketing 

Courses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한 과목은 재무관리, 투자론, 인

적자원관리 등 디지털 마케팅과 직접적인 관련된 과목이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4.2 빅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마케팅’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강의들의 교육

과정을 수집하였으며, 마케팅 관련 수업 중 데이터 다루

며 데이터를 분석 포함하는 강의의 교육과정을 수집하였

다. ‘빅데이터’, ‘마케팅’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고, 빅데

이터 마케터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빅데이터 마케팅’으

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으로 수집한 과목 수는 총 810개

이다.

Fig. 9. Big Data Marketing Courses

810 개의 교과과정 중 3회 이상 나타난 과목은 다음

과 같다. 

Fig. 10. Three times more courses in Big 

Data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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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7회 이상 나타난 과목은 마케팅 한 과목으로 분

석 되었다.

Fig. 11. Seven times more courses in Big Data 

Marketing  

4.3 데이터 분석 

수집 교육과정들 중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론 및 실습

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을 수집하였다. 분석, 툴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수집하였고, 개발/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과

정 없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데이터 분석가를 육성

하기 위한 교육과정일 경우 모두 수집하였다. 이 기준으

로 수집한 과목수는 총 655개이다.

Fig. 12. Data Analysis Courses

655개의 교과과정 중 학년별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나

타난 과목은 다음과 같다. 

Fig. 13. Three times more courses 

in Data Analysis

이 중 7회 이상 나타난 과목은 아래와 같다.

Fig. 14. Seven times more courses in Data Analysis

회귀분석, 데이터마이닝이 대표적인 데이터분석 교과

과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개발자 과정 

수집 교육 과정들 중 웹 (Web) 개발과 앱 

(Application) 개발과 같은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강의

들을 포함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학습목표를 둔 온라인강의의 교육과정과 개발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수집하였다. 이 기준으

로 수집한 과목수는 총 1128개이다.

Fig. 15. Developer courses  

Fig. 16. Three times more courses in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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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7회 이상 나타난 과목은 아래와 같다. 

Fig. 17. Seven times more courses in Developer

1128개 개발자 관련 과목 중 3회 이상 나타나는 과목

은 아래와 같다. 개발자 과정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

학, 컴퓨터그래픽스, 운영체제 과목이 두드러지게 교과목

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내 교과과정 중 3,523개의 디지털마케팅, 빅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분석, 개발자 관련 과목을 분석하였다. 기

존 교육과정 분석 결과 디지털마케팅 및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관련 과목이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Areas
Digital 

Marketing

Big Data 

Marketing

Data 

Analysis 
Developer

Total 930 810 655 1128

Most offered 

Courses 

재무관리, 

투자론

마케팅, 

소비자행동론

회귀분석, 

데이터마이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Table 5. Analysis for Four Curriculum Areas

5. 결론 및 제언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빅데이터 기반 마케터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본, 데이터 관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리고 

데이터 활용으로 다양하고 균형 있는 교과과정이 되어야 

한다. 

교과과정은 데이터 기초,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 캡스톤 5가지로 구분되면 이상적이다. 데이

터 기초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데이터, 기술, 사용자에 대

한 기초적인 과목이 배치되어 있다. 데이터 관리는 데이

터 분류,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한 과목이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시각화 등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이다. 데이터 활

용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동하여 활용 

할지에 대한 것을 학습하는 디지털 마케팅, 시장조사론등

으로 구성하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졸업 작품은 그간 

학습한 비즈니스 문제 이해, 가설 설정, 데이터 수집, 데

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활용을 실질적인 졸업 

작품으로 만드는 캡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Area/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Data 
Foundations  

나의 전공과 

빅데이터

정보 
통신 

기술

웹DB 구축

R기반 
빅데이터 분석

파이썬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Data 
Manageme
nt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보안

Data 

Analysis   

경영 빅데이터 

분석 

Data Use  기업 특강
빅데이터 
시각화

디지털마케팅 

현장 실습 

Capstone  캡스톤

Table 6. Suggestions for Big Data Driven Digital 

Marketer Curriculum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이론 분석, 국내외 관련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 및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교과과정 현황

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교과과정 중 3,523개의 디지

털마케팅, 빅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분석, 개발자 관련 과

목을 분석하였다. 기존 교육과정 분석 결과 디지털마케팅 

및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관련 과목이 적은 것으로 분석

이 되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기반 디지

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기존의 과정

을 재배치 하기 보다는 데이터 기초,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 그리고 졸업 작품으로 구성하여 기술

적, 비기술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이 되도록 교과과

정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기초 자료인 전공별 교육과정 수집 시 대학 입시 

관련 플랫폼을 조사해본 결과 교육과정이 집약 되어있는 

곳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탐색 및 

지원 시기와 전공별 교육과정 업로드 시기가 학교별로 

다를 뿐 아니라 찾기 어렵게 되어있었다. 대학별 입학지

원처에서는 입시생 및 학부모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그 중 전공별 교육과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시생 및 학

부모들이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학은 4년동안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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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기 때문에 학문 분야를 넓게 학습하는 것이 가능

한 구조로, 교육과정 또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도록 설계

되어 있었다. 대학교의 경우 학교 제공 정보에서 학교의 

교육 이념과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선배들의 취업 관련 

데이터를 중요한 제공 정보로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육과정 분석 결과 이론과 실습에 대한 비율은 학

교별 차이가 있고, 학교의 교육 양성 목표에 따라서도 차

이를 보였다. 연구 변수에 이론과 실습에 대한 비율 이외

에 이를 통한 인재 양성의 결과치를 (만족도, 창업률, 취

업률 등) 변수로 설정하지 않아서 이론과 실습의 최적화

된 비율을 특정 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교육과정별 방법

론의 차이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시에는 비율을 임의

로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위 20개 대학의 범위를 넓

혀 국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분석할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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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 :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조교수 

․ 2008년 8월 : 텍사스주립대학교 조교수 

․ 2012년 9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빅데이터 분석, 온톨러지 

․ E-Mail : josephlee@sm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