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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의 목 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정보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의 상은, 2022년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64개의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다. 분석의 상은 각 학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과정, 부 공, 세부 

공, 수료증, 취업 후 상 진로, 취업률 등이었다. 교과 분석을 해 미국 정보 학에서 제시한 교과목 명, 

교과 설명,  교육 분야를 분석했다. 데이터사이언스를 학  명으로 개설한 학은 총 8개 정보 학의 12개 

학 으며, 학사 학  5개, 석사 학  6개, 박사 학  1개 다. 개설된 교과의 주제는 데이터사이언스 입문, 정보 

검색,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와 인문학, 머신 러닝, 메타데이터, 연구 방법론,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실습/캡스톤, 윤리  보안, 이용자, 정책, 큐 이션  리 다. 부분의 학은 통 인 문헌정보학 교과를 

개설하지 않고 있었다. 정보 학이 제시한 졸업 후 상 취업 진로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등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학의 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과정, 세부 공, 수료증 는 교과 

과정 개발  개정을 한 논의에 활용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주제어: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사이언스 학 , 문헌정보학 교과, 교과 개발

ABSTRACT : This preliminary study examined the degree programs in data science at the School 

of Information in the States. The focus of this study was the data science degrees offered at the 

School of Information awarded by the 64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programs accredit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in 2022.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degrees, 

majors, minors, specialized tracks, and certificates in data science, as well as the potential careers 

after earning a data science degree. Overall, eight Schools of Information (iSchools) offered 12 data 

science degrees. Data science courses at the School of Information focus on topics such as introduction 

to data science, information retrieval, data mining, database, data and humanities, machine learning, 

metadata, research methods,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internship/capstone, ethics and security, 

user, policy, and curation and management. Most schools did not offer traditional LIS courses. After 

earning the data science degree in the School of Information, the potential careers included data scientists, 

data engineers and data analysts. The researcher hop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starting point to discuss the directions of data science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information 

field, specifically the degrees, majors, minors, specialized tracks and certificates in data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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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데이터사이언스는 데이터 리와 련된 수집, 분석, 장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며, 문헌정보학, 

바이오 정보학, 기술 경 학 등 다양한 학문에 걸쳐 있다(Shi et al., 2014). 문헌정보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모두 본질 으로는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사이언스의 기본 아이디어

와 사명(mission)이 정보 사슬과 긴 히 연결되었다는 에서 문헌정보학과 공통 이 있기 때문이다

(Wang, 2018). 문헌정보학의 사명은 지식에 더욱 쉽게 근하도록 하는 것이다(Bush, 1945). 

데이터사이언스의 사명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원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하는 

것이다(Stanton, 2012). Wang은 문헌정보학의 사명이 지식을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조직하고 

활용하는 것이므로, 문헌정보학과 데이터사이언스의 사명은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데이터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의 역할은 데이터 랭 링, 변환, 분석, 시각화, 큐

이션이다. 사서의 역할은 정보의 생성, 수집, 구성, 장, 검색, 배포, 변환  사용이다(Griffith, 1980). 

문헌정보학은 정보의 생산, 확산, 조직, 색인, 검색, 사용 정보 체인 요소에 을 맞춘다(Robinson, 

2009). 즉, Wang은 로세스 에서도 두 분야는 유사한 이 있다고 했다. 한, 데이터사서

(data librarian)는 문헌정보학 졸업자들이 데이터사이언스 생태계에서의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데이터사이언스 련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과 련된 운  

 리와 련된 분야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Burton & Lyon, 2017).

문헌정보학은 시 의 요구에 발맞추어 새로운 분야의 도입을 교과 과정에 극 수용하고 선도

하며 장에서 정보 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지속 으로 변화하고 발 해 

왔다. 2016년 미국 정부는 ‘연방 빅데이터 연구 개발 략 계획’에서 사서, 기록 , 큐 이터를 

데이터의 핵심 문가로 명시했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해외에서는 데이터

사서와 같은 데이터 문가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박형주, 2022a), 이는 문헌정보학의 

역이 넓 지는  다른 기회이다. 정보 문가들에게 데이터 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Lyon, Brenner(2015)는 데이터 문가에 한 장의 요구에 발맞추어, 정보 문가를 배출하는 

정보 학 컨소시엄의 회원 학인 iSchool이 데이터 련 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세부 공을 

개설하거나,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데이터사이언스에 한 교육 과정의 

수에 비해서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을 집  분석한 연구는 히 었다(이명호, 2016). 국내는 

문헌정보학과와 데이터사이언스 연계 공이 개설된 사례가 있다(성균 학교, 2019). 성균

학교의 경우, 인문 사회 계열 학생들의 데이터사이언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기술 응용 능력과 과학  분석 방법론을 갖춘 데이터 문가 양성을 목표로, 체 교육 과정 

 분석  응용, 시스템 구축 련 실습 과목의 비 을 높게 제공했다(정승화, 도재우, 2019). 

강지혜(2016)는 국내의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교과에 치우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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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국내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데이터 문가를 양성하기 해 균형 있는 교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외의 경우,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 로그램이 있는 학

들이 데이터사이언스 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론, 기술, 응용 분야에서 다양하게 운 하고 

있다(박형주, 2022b).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정보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 세부 공, 수료증 등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문가 양성  재교육의 시  요구를 반

하는 교육 과정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를 한 기  연구로 본 연구는 외부 환경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구체 으로 2022년을 기 으로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64개 학(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2) , 데이터사이언스 학 를 수여하는 

학의 학  과정, 부 공, 세부 공, 수료증, 교과목, 졸업 후의 상 진로, 취업률 등을 조사했다. 

이를 국내의 iSchool 교과와 비교했다. 한, 미국 정보 학의 취업률과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취업률을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데이터사이언스 교과를 

개설  개정하거나 연계 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논의의 시작 이 되기를 기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 부 공, 

세부 공, 수료증의 황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학에서 개설한 데이터사이언스 학  과정의 

교과 황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학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 

후의 진로는 무엇인가?

Ⅱ. 선행 연구

데이터사이언스는 빅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등을 활용해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해 문제 해결에 용하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데이터사이언스는 학제  차원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규모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 지식 는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다

(Dhar, 2013). 데이터사이언스는 데이터 마이닝,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

터를 수집, 처리, 장하기 한 소 트웨어와 시스템을 다루고, 이를 활용하기 한 지식을 추출

하여, 과학 ,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용하는 것이다(Cervone, 2015; Zhu & Xiong, 

2015). 데이터사이언스의 요소에는 (1) 도메인 문 지식을 기반으로 연구 목 에 맞는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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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2) 로그래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한 데이터의 표 과 구조화, (3) 수학 , 

통계  데이터 모델링을 통한 통찰, (4) 데이터의 시각화와 표 , (5) 기록, 보 , 데이터 정책, 

색인이 있으며,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은 이러한 요소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Brady, 2019).

데이터사이언스 련 교육은 4차 산업 명 시 에 빅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수 있다. 장 재(2017)는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의 방향성으로 이해력, 유연성, 통찰력, 윤리학, 인문학  소양을 5가지 기본 소양으로 들었다. 

김용민(2018)은 Analyze, Design, Develop, Implement, Evaluate(ADDIE) 모형과 Dick & Carey 

모형을 용해서 마이크로소 트 엑셀, 스크래치 등의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이 컴

퓨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손정우(2019)는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교

과 교육이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과 문제를 력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확인했다. 

윤진  외(2019)는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 지능을 결합한 미디어 아트를 심으로한 융합 인재 

교육 로그램이 학생의 창의력 증진과 융합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김효 , 김희웅

(2021)은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 지능 분야의 교과목 황을 분석한 결과, 분석에 포함된 학 

모두 실무 경험과 련된 교과목이 부족하므로, 로젝트 경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에 

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 으로 로젝트 경험, 비즈니스 문제 해결, 리, 통계, 로그래 , 

기계 학습이 교과목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헌정보학에서 데이터사이언티스트에 한 연구는 꾸 히 진행되어왔다. 문헌정보학의 데이터 

문가는 데이터사서, 데이터 큐 이터, 데이터 기록  등이 있다(Lyon et al., 2015). 국외의 경우, 

데이터 큐 이션에 한 요구의 증가에 따라, 데이터 큐 이션 과정을 제공하는 문헌정보학 로

그램이 증가했으며, 데이터 큐 이션 교과 과정이 일반 인 교과로 자리잡고 있다(Harris-Pierce 

& Liu, 2012). Kim, Warga, Moen(2013)은 데이터 큐 이터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은, 데이

터 큐 이션  과정에 한 이해를 보유하고 실무와 련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라고 했다. 

Lyon과 Brenner(2015)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는 iSchool에서의 기술에 을 둔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별 연구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Lyon과 Brenner는 

데이터사서의 역할이 더욱 요해질 것이며, iSchool의 학생은 산업 장에서의 데이터 분석 능력 

경력과 주제 문가(domain expert)와의 업을 통한 주제 문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구체 으로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표 과 스키마에 한 지식, 연구 의 이해, 주제 문 지식, 

통계  분석 소 트웨어의 활용이 장에서 요구하는 요한 역량임을 확인했다. Kellam과 

Thomson(2016)은 데이터사서는 각 학문의 고유한 행에 한 이해, 메타데이터 표 , 문서화, 

일 형식에 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Semeler, Pinto, Rozados(2019)는 데이터

사서는 통계학자, 컴퓨터 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 리자에게 요구되는 문 기술이 필요한 것

은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 습득에 심이 많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인, 박지홍(2021)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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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사서 구인 고 분석과 장의 데이터사서 설문 조사를 통해 데이터사서의 주요 직무와 

핵심 역량을 집  분석했다. 연구 결과, 데이터사서의 주요 직무는 데이터 서비스, 연구 컨설 , 

교육, 학회, 업 등이고, 데이터사서의 핵심 역량은 데이터 리, 다양성, 의사 소통, 데이터 도구 

리 역량임을 확인했다. 한 직 데이터사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주요 직무는 연구 컨설 , 

워크샵/교육/학회, 업, 연구 지원, 데이터 서비스이며, 핵심 역량은 의사 소통 기술, 문제 해결 

능력, 다양성, 업, 교육임을 확인했다. 박형주(2022a)는 미국, 국, 캐나다의 데이터사서 구인 

고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사서의 핵심 역량은 통계 패키지  컴퓨터 로그램 활용과 련된 

기술 역량, 의사 소통  인 계 역량, 교육  컨설  역량, 서비스 역량, 메타데이터 지식, 

도서  경  역량, 데이터 큐 이션 역량임을 확인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데이터사이언스와 련된 교과 연구는 비교  최근 들어 진행되었다. 

Li et al.(2013)은 iSchool의 데이터사이언스 련 교과목의 요도는 정보학  기술, 데이터사이

언스, 데이터 리  서비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통계  분석, 연구 방법론 순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의 문헌정보학과의 교육 과정은 데이터 문가로서의 장의 요구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Kim, Warga, & Moen, 2013; Macelil, 2015). 강지혜(2016)는 모든 iSchool이 데이터 

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는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과목에 

집 되어 있어 있는 반면, iSchool의 경우 다양한 교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iSchool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로그램은 주제 지식과 정보 기술에 한 교과목의 비 이 높았으며, 구체

으로는 데이터 시각화 기술과 의사 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목해야 할 교과 

내용은 수학, 통계, 시각화, 의사 소통이다(Tang & Sae-Lim, 2017). 이혜원, 한승희(2020)는 

국내 데이터사이언스 공은 정보 기술, 통계학, 경 학을 심으로 통계 역량을 배양하는 교과가 

주로 개설되었으며, 문헌정보학과의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은 데이터의 식별, 수집, 추출, 정제, 거 

제언, 공유, 보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주(2022b)는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학에서 제공하는 필수 과목  선택 과목 , 데이터

사이언스와 련된 교과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다양한 교과가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구체 으로 데이터사이언스 개론, 데이터사이언스 방법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시각화, 

데이터 큐 이션, 메타데이터, 로그래  등이 있었다.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연구를 통해 데이터사이언스와 련된 교과목을 꾸 히 분석

해왔고, 문헌정보학이 데이터사이언스 교과를 융합하려는 시도를 꾸 히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강지혜, 2016; 박형주, 2022b; 이명호, 2016; Lyon & Brenner, 2016). 실용 학문인 문헌

정보학은 시 의 요구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꾸 히 발 해 왔다. 데이터 

문가에 한 사회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는 데이터사서와 같은 데이터 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박지인, 박지홍, 2021; 박형주, 2022a). 문헌정보학의 에서 데이터 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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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데이터사이언스 교육 황에 한 학술  고민이 필요한 시 이다. 하지만, 문헌정보학 

학  과정이 있는 정보 학에서 개설한 데이터사이언스 학  과정에 한 황을 분석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정보 문가  데이터 문가를 양성하는 정보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교육 과정의 운  황을 기  조사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를 수여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반면, 국외의 경우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정보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를 수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외의 자료를 

수집했다. 2022년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 목록(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2)에서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64개의 학교를 식별했다. 64개 학의 웹

사이트 주소는 미국도서 회의 목록을 활용했다. 2022년을 기 으로 미국도서 회 인가를 

받은 64개의 문헌정보학 로그램은 단독(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으

로 존재하거나, 정보 학(School of Information Studies)에 속해 있거나, 정보 커뮤니 이션 

학(College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등 타 공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데이터사이언스 학 를 식별하기 해서 64개 학의 웹사이트를 개별 방문해서 ‘academics’, 

‘degrees’ 혹은 ‘program’ 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했다. 학  로그램 명에 ‘data science’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사이언스 학 라고 여겼으며, 학  명에 ‘data’만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수집의 

상이 되었던 학  명은 ‘데이터사이언스 박사’,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등이었다. 정보 학과 타 단과 학이 공동으로 개설한 데이터사이언스 학 는 연구 상에 포함

시켰다. 를 들어, 드 셀 학교의 정보 학과 경제학과가 공동으로 개설한 ‘경제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다. 남가주 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경우 문헌정보학과가 경  학에 

속해 있으며, 데이터사이언스 학  과정은 부분 경 학과의 교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석 

상에서 제외했다. 매릴랜드 학교의 경우, ‘소셜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학 가 정보 학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학 의 개설이 2022년 2학기로 정되어 있으므로(Anselmo, 

2021) 분석의 상에서 제외했다. 속성 학 (accelerated degree)는 제외했다. 최종 으로 총 8개 

학의 12개 학 를 수집했다. 구체 으로,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학  5개, 석사 학  6개, 박사 

학  1개가 수집되었다. 구체 인 내용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상이 되었던 문헌정보학 학  로그램이 있는 학에서 개설된 데이터사이언스 학 를 

취득하기 한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을 확인하기 해서 다음의 방법으로 교과목 명  교과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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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했다. 각 학의 웹사이트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의 

코드와 교과목 명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서 각 데이터사이언스 학  과정의 교과목 설명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집했다. 학의 강의 목록(course catalog)을 통해서도 수집했다. 개설된 교과목의 

정보는 교과목 명(course title), 교과 설명(course description) 등의 구체 인 단어가 웹사이트에 

있는 경우만을 수집했다. 학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과정의  교육 분야와 학  

취득 후의 상 취업 분야를 식별하기 해서, 각 학의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연구자의 주 인 

분석을 최 한 배제하기 해서, ‘career’, ‘job’ 등의 단어가 학의 웹사이트에 있는 경우만을 

수집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마이크로소 트 엑셀 로그램의 각 필드에 교과목 명(course title), 

교과목 설명(course description)이 장되었다. 복수를 단수로 바꾸는 간단한 과정을 거쳤다. 분

석을 해서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텍스트 분석 도구인 Voyant-Tools를 활용했다. 교과 구분은 

박형주(2022b)의 미국 정보 학의 데이터사이언스와 련된 교과의 분류 기 을 참고했다.

학교 명 단과 학 명 학  명

노스 텍사스 학교 정보 학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드 셀 학교 컴퓨   정보 학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경제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미시건 학교 정보 학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시라큐스 학교 정보 연구 학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아리조나 학교 정보 학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 정보 컴퓨  학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데이터사이언스 박사

일리노이 학교 정보 과학 학 정보 과학과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피츠버그 학교 컴퓨   정보 학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표 1> ALA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황

국내 iSchool의 황과 비교 분석하기 해서 국내 iSchool의 교과목 정보를 수집했다. 국내 

iSchool의 회원 학과와 웹사이트 주소는 iSchool 공식 웹사이트의 회원 목록(iSchools Inc., 2022)

에서 수집했다. 서울 학교 융합과학기술 학원은 지능정보융합 공 만을 분석의 상으로 하고 

다른 공은 제외했다. 융합과학기술 학원 내의 다른 공은 문헌정보학과와 동떨어진 학문이기 

때문이었으며, 제외한 공은 분자의학바이오제약학과, 수리정보과학과, 응용바이오공학과, 헬스

어융합학과 다. 최종 분석 상이 된 국내 iSchool은 경북 학교 문헌정보학과, 서울 학교 

지능정보융합 공, 성균 학교 문헌정보학과, 연세 학교 문헌정보학과, 이화여자 학교 문헌

정보학과, 북 학교 문헌정보학과, 앙 학교 문헌정보학과 다. 해당 학과의 홈페이지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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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서 교과목에 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미국 정보 학의 교과 분류 결과와 비교했다. 

교과 분류 에서, 하나의 학이라도 해당 주제를 개설한 경우 ‘○’으로 표시했고, 개설한 학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시했다.

미국 정보 학의 취업률과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취업률을 비교 분석했다. 데이터 수집을 

해서 각 학의 공식 취업 정보 사이트와 정보 학의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검색 엔진 등에서 

확인한 출처가 불분명한 비공식 데이터는 수집의 상에서 제외했다. 정보 학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식 유튜  계정에서 정보 학 혹은 데이터사이언스 학  졸업생이 취업한 회사 명을 

공식 으로 명시한 경우 이를 수집했다. 정보 학의 취업률과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취업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학은 많지 않았으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모두 수집  분석을 했다.

Ⅳ. 결 과

1. 미국 정보 학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수여 황

<표 2>는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정보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학교 명과 학  명을 보여 다. 총 64개의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 에서, 8개 정보 학이 데이터사이언스 학 를 개설했으며, 이는 약 12.5%

에 해당한다. 해당 학의 공통 은, 모든 학이 iSchool이라는 이었다. 타 단과 학과의 공동 

학  과정도 확인되었다. 구체 으로 피츠버그 학은, 정보 학, 수학과, 통계학과와의 공동 학  

과정이었고, 드 셀 학은 정보 학과 경제학과와의 공동 학  과정이었다. 부 공을 개설한 학교는 

학교 명 학 학  명 부 공 명 세부 공 명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 박사 데이터사이언스 박사 데이터사이언스 박사 부 공 (미제공)

노스 텍사스 학교

석사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미제공) (미제공)

드 셀 학교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부 공, 

산 데이터사이언스 부 공

분석, 마이닝과 알고리즘, 시각

화와 커뮤니 이션, 리와 책임

미시건 학교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미제공) (미제공)

시라큐스 학교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미제공) (미제공)

아리조나 학교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미제공) (미제공)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부 공
스포츠 분석, 기 정보학, 이용

자 경험 디자인

일리노이 학교

학사

정보 과학과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미제공) (미제공)

피츠버그 학교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미제공)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분석, 문맥 

내 데이터사이언스, 모델링

<표 2> 미국 정보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 부 공, 세부 공 수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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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 박사 과정의 데이터사이언스 부 공, 드 셀 학교 석사 과정의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부 공, 산 데이터사이언스 부 공,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 석사 과정의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부 공이 있었다.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과정에서 세부 공을 개설한 학교는 

드 셀 학교와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 다.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학  과정 에서 세부 

공을 개설한 학교는 피츠버그 학이 유일했으며, 구체 인 세부 공 명은 컴퓨터 시스템 세부 

공, 데이터 분석 세부 공, 문맥 내 데이터사이언스 세부 공, 모델링 세부 공이었다. 요약하면,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는 모두 iSchool이 제공하고 

있었다. 학 는 정보 학이 수여하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타 단과 학과의 공동 학  로그램도 

존재했다. 데이터사이언스 부 공과 세부 공을 수여하는 학교도 확인되었다.

2. 미국 정보 학의 데이터사이언스 련 수료증 황

<표 3>은 정보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 황을 보여 다.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은 모두 학원 교과목을 이수해야만 수여하고 있었다. 8개의 학 , 4개의 학인 50%가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었다. 수료증에는 데이터사이언스가 명시된 경우가 부분

이었다. 구체 으로,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 데이터사이언스를 한 응용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등이었다. 구체 인 수료증 명은 다음과 같았다. 아리조나 학의 수료증 명은 정보 학의 데이터

사이언스 수료증과, 언어학과 공 학생을 한 자연어 처리 수료증이 있었다. 드 셀 학은 기술 

주의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았다. 데이터사이언스를 한 응용 

인공 지능  머신 러닝 수료증, 빅데이터 분석 수료증, 산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이었다. 노스 

텍사스 학교와 시라큐스 학교가 수여하는 수료증 명은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이었다. 요약하

면, 데이터사이언스 련 수료증은 분석 상의 50%의 정보 학이 수여하고 있으며, 수료증에는 

데이터사이언스 명칭이 있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학교 명 수료증 명

노스 텍사스 학교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

드 셀 학교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 데이터사이언스를 한 응용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빅데이터 분석 수료증, 산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

시라큐스 학교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

아리조나 학교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 자연어 처리 수료증(언어학과)

미시건 학교 (미제공)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 (미제공)

일리노이 학교 (미제공)

피츠버그 학교 (미제공)

<표 3> 정보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수료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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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정보 학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교육 분야, 교과목, 교과 설명

다음은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미국의 정보 학에서 개설

한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교육 분야, 교과목, 교과 설명의 황을 분석한 표를 보여 다. 

Zawadzki(2014)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로그래   데이터베이스, 도

메인 지식과 소 트 스킬, 수학, 통계, 의사 소통  데이터 시각화 등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 

소통 역량과 수학 역량은 부분의 정보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한 교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다. 요약하면, 정보 학에서 개설한 데이터사이언스 학 는 의사 

소통 역량 등의 소 트 스킬 역량 련 교과목은 개설하고 있지 않았다. 문헌정보학의 통 교과

목인 메타데이터를 학  취득을 한 교과로 지정한 학은 피츠버그 학교의 정보 학이 유일

했다.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노스 텍사스 학교의 정보 학

<표 4>는 노스 텍사스 학교의 정보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된 교과

목의 수와 교과목의 를 보여 다. 노스 텍사스 학교는 학사 학 에 총 24과목, 석사 학 에 

총 19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학사 학 의 경우, 학교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는 정보학 분야

와 비즈니스 분석이었다. 구체 으로, 정보학 분야에는 연구 방법론, 정보 색인, 정보 검색, 인포메

이션 아키텍처 으며, 비즈니스 분석 분야에는 경  통계학, 데이터 마이닝이었다. 석사 학 의 

경우, 학교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는 컴퓨터 로그래 , 데이터베이스 디자인과 데이터 모델

링, 응용 통계 분석  머신 러닝,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분석, 데이터 시각화와 표 이었다. 

교과 설명을 텍스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학사 과정의 경우, 총 24개의 교과 설명이 

텍스트 분석되었으며, 총 1,159개의 단어 , 438개의 고유 단어가 있었으며, 상  5 의 최빈 

단어는 데이터(35회), 정보(14회), 분석(12회), 학생(10회), 도구(10회) 다. 석사 과정의 경우, 

총 19개의 교과 설명이 분석되었으며, 총 1,205개의 단어 , 456개의 고유 단어가 있었으며, 상  

5개의 최빈 단어는 데이터(41회), 정보(15회), 연구(14회), 분석(12회), 학생(12회)이었다. 요약

하면, 노스 텍사스 학의 정보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는 학사는 총 24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정보학  비즈니스 분야가  교육 분야 다. 석사 학 의 경우 총 19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컴퓨터 로그래 , 데이터베이스, 통계, 머신 러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분석, 

데이터 시각화 다. 노스 텍사스 학은 비즈니스 분야가  교육 분야로 학에서 제시한 유일

한 정보 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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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과목 수 교과 구분 교과목 명 시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24

입문 데이터사이언스 입문, 데이터 마이닝 소개

검색 정보 검색 시스템, 정보 색인  구성

방법론 데이터사이언스  분석을 한 통계  방법

분석  시각화 데이터 분석  지식 발견, 데이터 시각화

큐 이션  리 디지털 큐 이션  보존, 기록 리 작업

실습/캡스톤 정보 시스템을 한 로젝트 리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19

입문 데이터 분석의 기본

머신 러닝 데이터사이언티스트를 한 응용 머신 러닝

방법론 건강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론 세미나 

분석  시각화 분석을 한 데이터 시각화

실습/캡스톤 장 학습 실습  인턴쉽

윤리  보안 정보  사이버 보안

이용자 경험 사용성  이용자 경험 평가

<표 4>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된 교과목: 노스 텍사스 학교의 정보 학

나. 드 셀 학교의 컴퓨   정보 학

<표 5>는 드 셀 학교의 컴퓨   정보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한 

교과목의 과목 수와 교과목 명의 를 보여 다. 드 셀 학교의 경우, 정보 학이 데이터사이언

스 학사 16과목, 정보 학과 경제학과와의 공동 학사 22과목, 정보 학이 석사 25과목을 개설하

고 있었다. 학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는 정보 학 학사의 경우, 데이터 마이닝, 정보 검색, 

시각  분석, 소셜 미디어 동향 악,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정보 정책이었다. 경제학과와의 공동 

학사 학 의 경우, 학교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는 경제학과 정보학이었다. 구체 으로 경제학 

역에서는 데이터사이언스 개념을 용하는 주제 문가 고, 정보학 분야에서는 지식과 통찰력

을 한 데이터 리, 조작, 구문 분석 방법이었다. 석사의 경우, 학교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

의 경우, 데이터 분석/마이닝/알고리즘, 시각화와 커뮤니 이션, 리  책임이었다. 교과 소개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학사의 경우, 총 22개의 과목 설명이 분석되었으며, 총 

1,315개의 단어와 총 472개의 고유 단어가 있었으며, 상  5개의 최빈 단어는 데이터(41회), 시스템

(22회), 정보(17회), 수업(15회), 학생(13회)이었다. 공동 학사의 경우, 총 22개의 과목이 분석되

었으며, 총 989개의 단어와 387개의 고유 단어가 있었으며, 상  5개의 최빈 단어는 데이터(39회), 

수업(11회), 시스템(11회), 학생(10회), 소개(9회) 다. 석사의 경우 총 25개의 과목 설명이 텍스

트 분석되었으며, 총 1,552개의 단어와 528개의 고유 단어가 있었으며, 상  5개의 최빈 단어는 

데이터(44회), 정보(23회), 데이터베이스(15회), 수업(14회), 방법(14회)이었다. 요약하면, 드 셀 

학교의 컴퓨   정보 학의 데이터사이언스의 개설 교과는 학사 학  16과목, 경제 학과의 

공동 학사 학  22과목, 석사 학  25과목의 교과가 개설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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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과목 수 교과 구분 교과목 명 시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16

입문 정보 시스템 소개, 컴퓨터  보안 기술 소개

검색 정보 검색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

머신 러닝 응용 딥 러닝

분석  시각화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 정보 시각화

실습  캡스톤 소 트웨어 로젝트 리

윤리  보안 정보 시스템의 사회  측면

큐 이션과 리 데이터 큐 이션

경제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22

입문 데이터사이언스 입문

데이터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애 리 이션

데이터베이스 고  데이터베이스 리

머신 러닝 응용 딥 러닝, 추천 시스템

분석  시각화 고  데이터 분석, 정보 시각화

실습/캡스톤 데이터사이언스 로젝트

윤리  보안 컴퓨   보안 기술 소개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25

입문 데이터와 정보의 기 , 데이터 분석 소개

검색 정보 검색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  데이터베이스 리,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 

머신 러닝 데이터사이언스를 한 응용 머신 러닝

윤리  보안 정보 정책  윤리 정보 시스템 리, 정보 책임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리소스 설명

분석  시각화 데이터 분석  해석, 데이터 수집  처리 

실습/캡스톤 데이터사이언스 캡스톤

이용자 데이터 분석  해석, 인간 컴퓨터 상호 작용 

큐 이션  리 데이터  디지털 스튜어드십

<표 5>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된 교과목: 드 셀 학교의 컴퓨   정보 학

다. 미시건 학교의 정보 학

<표 6>은 미시건 학교의 정보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한 교과목의 

수와 교과목 명의 를 보여 다. 미시건 학교의 경우, 석사 과정에 총 34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었다. 학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는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다. 구체 으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모델링, 시각화 다. 미시건 학교의 ‘데이터사이언스를 한 수학 방법’ 교과의 

경우, ‘수학’이라는 단어가 교과목에 있는 유일한 정보 학이었다. 교과 설명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총 34개의 과목 설명이 텍스트 분석되었으며, 총 1,545개의 단어와 525개의 

고유 단어가 있었으며, 상  5  최빈 단어는 데이터(64회), 학생(32회), 과목(27회), 학습(16회), 

학습하다(14회) 다. 요약하면, 미시건 학교의 정보 학의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과정이, 

정보 학  가장 많은 교과인 34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었다. 수학이 교과 명에 있는 유일한 

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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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과목 수 교과 구분 교과목 명 시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34

검색 검색  추천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학습 알고리즘 강화

데이터베이스 SQL과 데이터베이스

머신 러닝 딥러닝,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방법론 데이터사이언티스트를 한 질  탐구

분석  시각화 데이터의 시각  탐색, 소셜 미디어 분석 

실습/캡스톤 캡스톤

윤리  보안 데이터 과학 윤리

<표 6>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된 교과목: 미시건 학교의 정보 학

라. 시라큐스 학교의 정보 연구 학

<표 7>은 시라큐스 학교의 정보 연구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한 

교과목의 수와 교과목 명의 를 보여 다. 시라큐스 학교의 경우, 석사 과정에 총 17과목의 

교과를 개설해 놓았다. 정보 학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는 컴퓨터 로그래 이었다. 과목 

설명을 텍스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총 17개의 과목 설명이 텍스트 분석되었으며, 총 

511개의 단어와 262개의 고유 단어가 있었으며, 상  5 의 최빈 단어는 데이터(25회), 정보(8회), 

학생(6회), 테크닉(6회), 개념(5회)이었다. 시라큐스 학의 정보 연구 학의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학 의 경우, 컴퓨터 로그래 이  교과 다. 요약하면, 시라큐스 학교의 정보 연구 

학은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과정에 총 17과목을 개설해 놓았으며,  교육 분야는 데이터베이스, 

머신 러닝, 분석  시각화, 실습/캡스톤, 정책 등이었다.

학  명 과목 수 교과 구분 교과목 명 시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17

입문 데이터사이언스 입문, 정보 보안 입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리 개념  데이터베이스 리

머신 러닝 응용 머신 러닝

분석  시각화 데이터 분석을 한 스크립 , 정보 시각화

실습/캡스톤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인턴쉽

정책 정보 정책

<표 7>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된 교과목: 시라큐스 학교의 정보 연구 학

마. 아리조나 학교의 정보 학

<표 8>은 아리조나 학교의 정보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한 교과목의 

수와 교과목 를 보여 다. 아리조나 학교 정보 학의 경우 석사 과정에 총 14과목을 개설해 

놓았다.  교육 분야는 웹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과목 설명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는, 총 13개의 과목 설명이 텍스트 분석되었으며, 총 1,300개의 단어와 524개의 고유 단어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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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상  5개의 최빈도 단어는 데이터(31회), 수업(21회), 학생(14회), 로젝트(12회), 사이

언스(9회) 다. 요약하면, 아리조나 학교 정보 학의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학 의 경우, 총 14과목

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 분야는 검색,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머신 러닝,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실습/캡스톤, 윤리  보안이었다.

학  명 과목 수 교과 구분 교과목 명 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14

입문 머신 러닝 입문

검색 텍스트 검색  웹 검색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과 발견

데이터베이스 SQL의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머신 러닝 신경망

분석  시각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과학 정보  리젠테이션

실습/캡스톤 캡스톤 로젝트

윤리  보안 정보의 윤리  이슈, 데이터 과학  공익

<표 8>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된 교과목: 아리조나 학교의 정보 학

바.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인디애나폴리스의 정보 컴퓨  학

<표 9>는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의 정보 컴퓨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한 교과목의 수와 교과목 명의 를 보여 다. 정보 학에서 제시한 석사 과정의  

교육 분야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리/인 라  데이터사이언스 생명 주기, 클라이언트-서버 

애 리 이션 개발, 규모 장소  클라우드 컴퓨  리, 데이터 시각화, 정보학 로젝트의 

윤리 이고 문 인 리 다. 박사 과정의 경우 정보 학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방법론이었다. 교과 설명을 텍스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사의 경우, 총 8개의 

학  명 과목 수 교과 구분 교과목 명 시

데이터 사이언스 

박사
8

입문 정보학 입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분석  시각화 데이터 분석, 시각화 디자인/분석/평가

방법론 정보학 연구 디자인, 논문 읽기  연구

정책 정보 정책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17

입문 생물 정보학 입문, 건강 정보학 입문

방법론 정보학 연구 디자인, 정보학 연구, 연구 소개

분석  시각화 임상  행정 의사 결정을 한 데이터 분석

실습/캡스톤 문 인턴쉽, 인터랙션 디자인 실습

정책 정보 정책, 정보 거버 스

<표 9>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된 교과목: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인디애나폴리스의 정보 컴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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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설명이 텍스트 분석되었으며, 총 367개의 단어와 213개의 고유 단어가 있었으며, 상  5  

최빈 단어는 데이터(11회), 수업(7회), 정보(7회), 연구(6회), 정보학(4회)이었다. 석사 과정의 

경우, 총 17개의 과목 설명이 텍스트 분석되었으며, 총 805개의 단어와 353개의 고유 단어가 있었

으며, 상  5  최빈 단어는 연구(15회), 데이터(11회), 수업(10회), 정보(9회), 정보학(8회)이었

다. 요약하면,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경우, 박사 과정은 8과목, 

석사 과정은 17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데이터사이언스 학 가 박사 과정에 개설된 유일한 학

이었으며, 교과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시각화, 연구 방법론, 정보 정책이었다. 석사 과정의 

교육 분야는 연구 방법론,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실습, 정보 정책이었다.

사. 일리노이 학교-어바나 샴페인의 정보 과학 학

<표 10>은 일리노이 학교의 정보 과학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한 

교과목의 과목 수와 교과 명을 보여 다. 일리노이 학교의 정보 과학 학의 경우, 학사 과정에 

18과목을 개설해 놓았다. 정보 학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는 수학, 데이터사이언스, 문헌정보학, 

컴퓨터, 데이터사이언스의 사회 향, 연구 혹은 발견 경험이었다. 교과 설명을 텍스트 분석한 결과, 

총 18개의 과목 설명이 텍스트 분석되었으며, 총 1,219개의 단어와 496개의 고유 단어가 있었으며, 

상  5개의 최빈 단어는 정보(27회), 수업(18회), 데이터(17회), 학생(13회), 연구(11회) 다. 

일리노이 학교의 정보 과학 학교의 경우, 학사 과정에 18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교육 분야는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방법론, 데이터베이스, 실습/캡스톤, 인문학과 데이터 다. 문헌정보학인 ‘정보 

과학’이 교과목 명에 있는 유일한 정보 학이자, 인문학을 교과 과정에 넣은 유일한 학이었다.

학  명 과목 수 교과 구분 교과목 명 시

정보 과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사

18

입문 정보 과학 입문, 데이터사이언스 발견

방법론 정보 과학  연구 디자인, 고  연구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개념  응용 로그램 소개

실습/캡스톤 오  세미나

인문학 컴퓨터와 문화, 인문학의 컴퓨

<표 10>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된 교과목: 
일리노이 학교-어바나 샴페인의 정보 과학 학

아. 피츠버그 학교의 컴퓨  정보 학

<표 11>은 피츠버그 학교의 컴퓨  정보 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한 

교과목의 수와 교과목 명을 보여 다. 피츠버그 학교의 경우 학사 과목에 총 9과목을 개설해 

놓았다. 학에서 제시한  교육 분야는 컴퓨터과학/정보학( 로그래 , 데이터 분석  시각화), 

통계학, 수학이었다. 총 8개의 교과 설명이 텍스트 분석되었으며, 총 579개의 단어와 276개의 고유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3권 제2호)

- 320 -

단어가 있었으며, 상  5  최빈 단어는 데이터(23회), 정보(10회), 시각화(10회), 리(8회), 

데이터베이스(7회) 다. 피츠버그 학교의 컴퓨   정보 학의 경우,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과정에 9개의 교과목을 개설해 놓았다.  교육 분야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시각화, 데이터 큐 이션  리, 메타데이터 다. 요약하면, 피츠버그 학은 총 9과목을 개설

해 놓았으며, 주요 교과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시각화, 데이터 큐 이션 

 리, 메타데이터로 구분되었다.

학  명 과목 수 교과 구분 교과목 명 시

데이터 사이언스 

학사
9

검색 정보 장  검색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

분석  시각화 데이터 수집, 정보 시각화, 네트워크 과학  분석

큐 이션  리 연구 데이터 리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 11>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된 교과목: 피츠버그 학교의 컴퓨  정보 학

자. 미국 정보 학교의 학 별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주요 교과 비교

<표 12>는 미국 정보 학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주요 교과를 요약 비교한 표이다. 

데이터사이언스 학 가 제공하는 교과와 학  수는 다음과 같았다. 해당 교과를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했다. 데이터사이언스 학 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는 주요 교과는 

학 명
노스텍사스 

학교
드 셀 학교

미시건 

학교

시라큐스 

학교

아리조나 

학교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

일리노이 

학교

피츠버그 

학교

구분 학사 석사 학사 공동 학사 석사 석사 석사 석사 박사 석사 학사 학사

입문 ○ ○ ○ ○ ○ ☓ ☓ ○ ○ ○ ○ ☓
검색 ○ ☓ ○ ☓ ○ ○ ☓ ○ ☓ ☓ ☓ ○

데이터 마이닝 ☓ ☓ ☓ ○ ☓ ○ ☓ ○ ☓ ☓ ☓ ○

데이터베이스 ☓ ☓ ○ ○ ○ ○ ○ ○ ○ ☓ ○ ○

머신 러닝 ☓ ○ ○ ○ ○ ○ ○ ○ ☓ ☓ ☓ ☓
메타데이터 ☓ ☓ ☓ ☓ ○ ☓ ☓ ☓ ☓ ☓ ☓ ○

방법론 ○ ○ ☓ ☓ ☓ ○ ☓ ☓ ○ ○ ○ ☓
분석  시각화 ○ ○ ○ ○ ○ ○ ○ ○ ○ ○ ☓ ○

실습/캡스톤 ○ ○ ○ ○ ○ ○ ○ ○ ☓ ○ ○ ☓
윤리  보안 ☓ ○ ○ ○ ○ ○ ○ ☓ ☓ ☓ ☓ ☓

이용자 ☓ ○ ☓ ☓ ○ ☓ ☓ ☓ ☓ ☓ ☓ ☓
인문학 ☓ ☓ ☓ ☓ ☓ ☓ ☓ ☓ ☓ ☓ ○ ☓
정책 ☓ ☓ ☓ ☓ ☓ ☓ ☓ ○ ○ ○ ☓ ☓

큐 이션  리 ○ ☓ ○ ☓ ○ ☓ ☓ ☓ ☓ ☓ ☓ ○

<표 12> 미국 정보 학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교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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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았다. 데이터 분석  시각화(11개 학 ), 실습/캡스톤(10개 학 ), 입문(9개 학 ), 

데이터베이스(9개 학 ), 머신 러닝(7개 학 ), 정보 검색(6개 학 ), 방법론(6개 학 ), 윤리  

보안(6개 학 ), 데이터 마이닝(4개 학 ), 큐 이션  리(4개 학 ), 정보 정책(3개 학 ), 메타

데이터(2개 학 ), 이용자(2개 학 ), 인문학과 데이터(1개 학 ) 다. 요약하면, 미국 정보 학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는 문헌정보학 교과보다는 정보 기술 련 교과가 부분이었다. 

<표 13>은 미국 정보 학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을 해 개설된 교과와, 국내 iSchool의 

교과를 비교한 표이다. 하나의 학이라도 해당 교과를 개설한 경우 ‘○’으로 표시했으며, 개설한 

학이 없는 경우 ‘☓’로 표시했다. 분석 결과, 미국 iSchool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교과는 국내 

iSchool의 문헌정보학 학 에서 모두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 구분
미국 iSchool 데이터사이언스 학  국내 iSchool 문헌정보학 학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검색 ○ ○ ☓ ○ ○ ○

데이터 마이닝 ○ ○ ☓ ○ ○ ○

데이터베이스 ○ ○ ○ ○ ○ ○

머신 러닝 ○ ○ ☓ ○ ○ ○

메타데이터 ○ ○ ☓ ○ ○ ○

방법론 ○ ○ ○ ○ ○ ○

분석  시각화 ○ ○ ○ ○ ○ ○

실습/캡스톤 ○ ○ ☓ ○ ○ ○

윤리  보안 ○ ○ ☓ ○ ○ ○

이용자 ☓ ○ ☓ ○ ○ ○

인문학 ○ ☓ ☓ ○ ○ ○

정책 ☓ ○ ○ ○ ○ ○

큐 이션  리 ○ ○ ☓ ○ ○ ○

<표 13> 국내  미국의 iSchool의 학  별 주요 교과 비교

4. 미국 정보 학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 후의 진로

<표 14>는 각 학의 웹사이트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 후의 상 취업 분야를 

보여 다. 졸업 후의 상 진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데이터 문가인 데이터사서, 데이터 큐 이

터, 데이터 기록  등의 진로는 부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부분의 경우,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 후의 상 진로로 데이터  기술 분야 문가와 컨설턴트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컨설턴트 등 신규 분야로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정보 학

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 후의 상 진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데이터 문가가 아닌,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컨설턴트 등이 상 진로로 제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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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학  구분 졸업 후 상 진로 분야

노스 텍사스 학교
학사

정보 분석가, 데이터 마이닝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아키텍트, 비즈니스 인텔리 스 

개발자, 애 리 이션 아키텍트, 엔터 라이즈 아키텍트,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머신 러닝 스페셜리스트, 비즈니스 분석가, 데이터와 분석 리자

석사 (미제공)

드 셀 학교

학사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비즈니스 연구 분석가, 운  연구 

분석가

공동 학사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비즈니스 조사 분석가, 머신 러닝 엔지니어, 애 리 이션 

설계자

석사
비즈니스 인텔리 스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로젝트 

리자, 통계학자

미시건 학교 석사 (미제공)

시라큐스 학교 석사 (미제공)

아리조나 학교 석사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 인공 지능 엔지니

어, 머신 러닝 엔지니어, 측 분석 로페셔 , 시장 연구 분석가, 언어 엔지니어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
석사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설계자/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리자, 에픽 분석가, 임상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머신 러닝, 클라우드 

데이터 엔지니어, 엔터 라이즈 데이터 설계자, 머신 러닝 엔지니어/과학자

박사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연구 이사, 수석 데이터 분석가, 략  신 리자, 교수

일리노이 학교 학사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기술 컨설턴트, 데이터 시각화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리자

피츠버그 학교 학사 데이터사이언티스트

<표 14> 정보 학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 후의 상 진로

<표 15>는 미국 정보 학의 학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취업률을 비교한 표이다. 련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의 수는 많지 않았다. 정보 학 학  취득률과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취득

률을 제공하는 학은 찾을 수 없었다. 취업률 정보를 공개한 학교의 경우, 취업률은 비교  높았다. 

정보 학의 취업률을 공개한 학교는 미시건 학교가 유일했으며 95%(University of Michigan, 

2022) 다.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의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과정의 취업률은 97% 

(Indiana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 Indianapolis, [n.d.]) 으나, 박사 과정의 취업률은 공개

하지 않았다. 시라큐스 학의 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학  취업률은 85%(Syracuse University, 

[n.d.]) 다. 취업률을 미공개하는 학은 취업률이 낮아서 이거나 데이터사이언스 학  개설이 

최근이어서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서 취업률 확인이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정보 학 졸업자의 

취업처는 도서 , 학교, 기업 등 다양했으나, 데이터사이언스 학  졸업자의 취업처는 모두 기업이

었다(Indiana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 Indiannapolis. [n.d.] ; Syracuse University, [n.d.]; 

University of Illinois - Urbana Champaign. [n.d.-a]; University of Michigan. (2022)) 요약하면, 

정보 학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취업률은 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공개하는 학의 취업

률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 후 주로 정보 기술 분야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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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취업률 취업 처 시

정보 학
데이터사이언스 

학
정보 학 데이터사이언스 학

노스 텍사스 학교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드 셀 학교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시건 학교 95% (미공개)
Facebook,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Toronto
(미공개)

시라큐스 학교 (미공개) 85%
Amazon, Deloitte, Ernst & Young, 

IBM, Microsoft, Oracle, PwC 

Boeing, Chase, Goldman 

Sachs, Google, Microsoft

아리조나 학교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인디애나 학교 퍼듀 학교 (미공개)
97%(석사)

미공개(박사)

Amazon,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Wal-Mart Labs
Amazon, Infosys, Salesforce

일리노이 학교 (미공개) (미공개)
Appl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ew York University
(미공개)

피츠버그 학교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표 15> 미국 정보 학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취업률  취업 처 비교

Ⅴ.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데이터사이언스 교과를 개설  개정하고자 할 때, 

융합 공 혹은 연계 공 등을 개설  개정을 하고자 할 때, 논의의 시작 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구체 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은 장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사이언스 교과 과정 개설에 한 꾸 한 연구  논의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학 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를 개설한 학이 모두 iSchool임을 확인했다. 장덕 (2015)은 iSchool의 두

드러지는 특징  하나는, 졸업생들이 도서  역을 넘어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며, 이는 학으로

부터의 높은 지지와 더불어, 학생들의 다양한 기업체로의 진출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본 연구의 

<표 15>의 졸업생의 취업 처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장덕 은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규모, 여건, 

학의 문화를 고려했을 때, 당분간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iSchool과 같은 범 의 확장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한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학생들이 사서직 공무원으로의 진로에 한 요구가 

압도 인 을 감안할 때, iSchool 담론의 국내 문헌정보학 도입에 한 비 인 시각과 장기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강지혜(2016)는 국내 문헌정보학과와 iSchool의 교과목  학  

명을 단편 으로 분석하거나 어느 쪽의 우월성을 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는 국내 학

과 해외 학의 문화, 경제 상황, 학교의 규모, 목 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학의 90%가 데이터사이언스 련 교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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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지만, 데이터사이언스 련 교과목을 제공하지 않는 10%의 학은 각 학의 규모, 

목  등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박형주, 2022b). 이는 국내 데이터사이언

스 교과목 도입 시 꾸 한 연구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재의 문헌정보학 학 에서 데이터사이언스를 세부 공으로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실  

가능한 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  국외 학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과정의 개설은, 

데이터사이언스가 단기간의 트 드가 아니라, 학  과정으로서의 학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빅데이터의 경우, 학  과정이 아닌 보편 인 석사 학 에서 세부 공으

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조우재, 유미림, 2018). 조우재와 유미림은 서강 학

교 등이 보다 일반 인 석사 학  과정에서 빅데이터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 수요

의 꾸 함 혹은 졸업생의 취업률 등의 상황에 따라서 향후 데이터사이언스 세부 공의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데이터사이언스 세부 공 혹은 연계 공을 문헌

정보학과에서 제공하는 것에 한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학 내의 다른 학과와의 데이터사이언스 융합 교육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4차 산업 명과 

더불어 공공 분야, 산업 분야, 민간 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양의 폭발 인 증가와, 데이터의 

생성, 분석, 활용이라는 데이터 생태계 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데이터사이언스 문 

인력의 수요가 증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2). 하지만, 국내

의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은 공학  측면 는 컴퓨  기반의 교육을 심으로 한 데이터 공학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 로그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022년도 과학기술 

신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석‧박사  데이터사이언스 융합 인재 양성을 한 정부의 지원을 

확 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미국 일리노이 학교 정보 과학 학부의 ‘정보 과학

과 데이터사이언스 학사’ 학 의 경우, 정보학, 통계학, 컴퓨터 과학, 수학과와의 교육 력을 통해 

개설되었다(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n.d.]). 국내 문헌정보학은 타 공 

분야와의 교육 과정의 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데이터사이언스 융합 인재 양성을 한 교육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즉, 타 학과와의 교육 과정의 력을 통해서 데이터사이언

스의 원리에 한 이해를 교육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갖춘, 융합형 데이터 인재 

양성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헌정보학이 기존의 교과를 재분류하거나 형태만 바꾼 후 

데이터사이언스 융합 교과로 명칭만 변경한 교육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융합 교육의 문제   

하나는 다수의 교과목이 병렬 인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다(이희용, 윤아 , 김재득, 2014). 

교수 학습 주체들의 소통과 업을 통해 로젝트 기반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임정훈, 2020).

탈학문  융합 교육은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확보와 상충될 수 있다. 융합 교육에 한 국내 

연구 110편을 통해서 융합 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 융합 교육은 교육 방법론을 개선하

고 학문의 경계를 무 뜨리는 탈학문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미성, 최명숙, 이성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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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자격증을 수여하는 문헌정보학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창의 융합 교육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교과목 이수제 하에서 교과목의 질을 리하기 해서는 교과목의 수를 증가시키

거나 교과목의 표 화가 필요한데 반해서, 탈학문  데이터사이언스 융합 교육은 이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은 마이크로 학 , 집  이수제, 학습 경험 인정제, 연계 공, 학생 

설계 공 등 유연한 학사 제도를 확 하고 있다. 집  이수제 방식 운 을 통해 융합 교과목을 

운 할 경우,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배진희, 김세령, 정재민, 2021). 

이와 함께, 상호 연계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교육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다양한 공의 교수자가 

문성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좋지만, 문헌정보학 개별 학문과 타 학제 간의 지식이 병렬식으로 

합쳐진 융합 교육과 방법론을 탈피해야 수업 내용과 진행 방식에 한 상호 연계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융합 교육자의 융합  역량과 확실한 융합 교육 방법론에 한 검이나 

훈련 시스템 없이, 개인 교수자 혹은 교육 에 융합 교과목의 개발과 교육을 맡기는 실정에서는 

타당한 평가 체계 구축이 어렵다(이희용, 2020).

Ⅵ. 결 론

본 연구는 정보 문가  데이터 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정보 학에서 수여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를 조사했다. 2022년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64개의 학교(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2) 에서, 

데이터사이언스가 학  명에 있는 8개 학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학  12개를 조사했다.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이 있는 학교에서 개설한 데이터사이언스 

학 는 모두 iSchool이 개설했다는 공통 이 있었다. 미국도서 회의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 

로그램 64개  총 8개 학이 데이터사이언스 학 를 개설해서, 약 12.5%의 학이 데이터사

이언스 학 를 개설했다. 개설된 경우 최근에 개설된 학 다. 데이터사이언스 교과는 정보 기술 

분야에 집  개설되어 있었다. 구체 으로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실습/캡스톤,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머신 러닝, 정보 검색, 연구 방법론, 윤리  보안 등이었다. 의사 소통 역량 등의 

소 트 스킬과 련된 교과는 찾기 힘들었다. 미국 정보 학의 데이터사이언스 학 에서 제공하는 

교과 주제는, 국내 iSchool에서 개설되어 있었다.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 후의 상 진로는 데이터

사서 혹은 데이터 큐 이터 등의 문헌정보학의 역보다는, 신규 역으로의 진출을 제시하고 있었다. 

구체 으로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머신 러닝 엔지니어, 비즈니스 

인텔리 스 분석가 등이었다. 미국의 정보 학  데이터사이언스 학 의 취업률은 비교  높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설된 학  과정이 비교  최근에 개설된 데이터사이언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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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해당 학은 웹사이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해당 학이 개설되어 

실질 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 명을 홈페이지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집 상에서 제외되었

을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강의 계획서와 실제로 진행되는 강의의 내용이 동일한 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한국형 데이터사이언스 교과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는 기 연구로, 문헌정보학의 기조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로그램을 수여하기 해 개설

된 교과목의 최신 정보와, 최신의 강의 계획서를 집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사이언스 학  취득 과정을 해 개설된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집  

분석하고자 한다. 한, 데이터사이언스 학  교과목의 교육자를 상으로 세부 교과목의 필요성 

등에 한 인식과, 재 강의되는 데이터사이언스 련 교과목의 학생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  연구이므로 일반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문헌정보학과의 기조에서 데이터사이언스 련 교과에 한 심의 필요성

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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