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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빅데이터학과 학과장 유재수입니다. 세상은  하드웨어 시대(‘60~’90)와 SW 시대
(‘90~’10)를 지나 빅데이터라 불리는 데이터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달 300억개의 콘텐츠가 
페이스북에서 발생하고, 전세계 데이터는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2018년까지 
18만명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과 150만명의 데이터분석 기반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과 공공행정 등에서 기존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최적화함으
로써 생산성, 정확성, 신속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60여 대학에서 2010년 이후 
빅데이터 석박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2012년 3월 미래부 지원으로 고용계약형 빅데이터 인력양성 프로그램 (석사과
정)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2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였으며, 40여명의 풀타임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미래부의 지원으로 빅데이터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인력양성 및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2015년 봄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 빅데이터 기
술 및 정책 전문가 과정 (석박사)을 설립하여 신입생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빅데이터 분야를 세계속으로 이끌어나갈 인재들의 힘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2014년 10월 

  
충북대학교 대학원 빅데이터학과장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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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매달 300억개의 콘텐츠가 Facebook에서 생성되고,  

매년 전세계 데이터는 40%씩 증가함 

Big Data 활용시 미국 의료분야에서  

매년 3,300억달러 가치생산 (연간 스페인 의료비의 2배) 

유럽 공공분야에 활용 시 2,500억 유로 절감 효과 (그리스 GDP 규모) 

미국에서 2018년까지  

18만명의 분석전문인력과 150만명의 데이터 기반 관리자가  추가로 필요 

McKinsey (2011. 05) 

빅데이터 인기에 데이터과학자 400만명 일자리 생긴다 

미국내 신규취업자  
1000명 중 1명이  
데이터과학자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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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분야 교수명 전공분야 

비즈니스 및  
정책활용  

조완섭/경영정보학과 빅데이터거버넌스, 비즈니스인텔리전스 

최상현/경영정보학과 빅데이터 비즈니스 

김용채/기업정보화지원센터 빅데이터 & 인문사회 

빅데이터  
분석 

나종화/정보통계학과 통계분석 및 예측 

이건명/소프트웨어학과 데이터마이닝, 인공지능 

복경수/정보통신공학과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인프라 

유재수/정보통신공학과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류관희/소프트웨어학과 빅데이터 가시화, 멀티미디어 

이경희/비즈니스데이터융합학과 빅데이터 플랫폼 

전임교수 (외래 교수진으로  기업체 전문가  추가 활용 예정) 

4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빅데이터학과 

 빅데이터 기술 및 정책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정보기술, 통계분석, 비즈니스와 인문사회 등의 융합형 인재 양성 (협동과정) 

빅데이터 분석 
( Data Mining,   

 R, Statistics, …) 
IT 인프라  

( 클라우드, DB & 
Hadoop ) 

비즈니스  및  
정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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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클라우드 시스템 
제조 

빅데이터 
청주시 

교통빅데이터 

기상 
 빅데이터 

SNS, News, 
Blog 데이터 

기업내부 
데이터 

빅데이터 &  
정책결정 
전자정부 

빅데이터와 
재난안전 

의생명, 제조 
빅데이터 

빅데이터, 왜 충북대학교인가 ?  

 편리한 교통 (대전에서 40분, 세종시에서 20~30분) 
  2012년 미래부 지원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인 충북대학교   
      “비즈니스데이터융합학과”와 연계운영 (빅데이터 전문기업 15개사 참여) 
 2013년 미래부 지원 대학 IT 연구센터(빅데이터 분야)와 연계운영  
 첨단 빅데이터 교육 인프라 및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행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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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데이터융합학과 및  빅데이터
ITRC 연구센터 연계방안  
- 교과목 공동개설 및 운영 
- 빅데이터 실습환경 공동활용  
- 기업체 빅데이터 전문가 강의 참여  
- 취업 연계 

융합형 

IT 기술 

비즈니스 & 정책  

데이터 분석 

대학원 교과과정 소개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 기초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실무 (Large Database Practice) 

IT  
기술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istributed DBMS)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빅데이터 정보 관리(Big Data Information Management)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 
고급 컴퓨터프로그래밍 (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Big Data Programming) 
데이터 가시화(Data Visualization)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비정형 데이터 분석(Unstructured Data Analysis) 
빅데이터 응용(Big Data Applications) 
분산 정보 처리(Distributed Information Processing)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 

통계 
분석 

R 프로그래밍과 통계분석(R Programming & Statistical Analysis) 
빅데이터 예측방법론(Big Data Predictive Methods) 
통계 패키지 실무 (Statistical Packages Practice) 
통계학(Statistic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usiness Intelligence) 

비즈니
스와  
정책 

빅데이터 비즈니스 이해 (Introduction to Big Data Business) 

소셜 빅데이터 마케팅(Social Big Data Marketing) 
빅데이터 정책 (Big Data and Policy) 
빅데이터 거버넌스 (Big Data Governance) 
빅데이터와 위기관리론 (Big Data Risk Management) 
전자정부와 빅데이터 (e-Government and Big Data) 
고급인지 심리학(Advanced Cognitive Psychology) 
디지털 인문학 (Digital Humanities) 
빅데이터와 문화예술 (Big Data and Culture Art) 

교과과정 기본원칙  



대학원 입학안내 

입학전형 과정 

모집과정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전형절차에 따른 입학전형 (원서접수 등) 
• 2015년 봄학기 원서접수 : 2014년 11월 12일 (수) ~ 11월 18일 (화)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http://www.chungbuk.ac.kr 에서 대학원 )  
 

지원서류 및 안내 

충북대학교 대학원 빅데이터학과에서는  
빅데이터 기술과 빅데이터 비즈니스 및 정책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융합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빅데이터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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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원서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ipsi.chungbuk.ac.kr) 
  학과사무실  (문의처)  :   043-261-3570  / 3258  

http://www.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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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모음 

중앙일보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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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신문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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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모음 

• 청주시 교통 빅데이터 
     분석프로젝트 수행 (조완섭) 
• 충청북도 관광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수행 (류관희, 조완섭) 
• 산업부 제조 빅데이터 프로젝트  
     (류관희, 조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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