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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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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딱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비법 공개!

1. 본인의 적성은? 빅데이터!

2. 최근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빅데이터!

3. 향후 가장 전망이 좋은 분야? 빅데이터!

…데이터결론은?



빅데이터 기술이란…?

• 빅 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 빅데이터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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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기술

데이터 처리/가공 기술 저장/인프라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데이터 시각화 기술

학습 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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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빅데이터 전공을 선택하면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직종 전망?

• 미래 유망직업 15선 중… (출처: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 찾기“, 한국고용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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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인공지능 직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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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공 선택 기준

• 빅데이터 전공, 누구에게 잘 맞을까??

•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에 흥미가 있다?

• 빅데이터/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

• 게임제작, VR/AR에 관심이 있다?

• 임베디드시스템/사물인터넷에 관심이 있다?

• 네트워크/ 보안/웹에 관심이 있다?

• 살아 숨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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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빅데이터 전공

선택



빅데이터 전공 트랙 소개

• 현재 두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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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과목

빅데이터 트랙 인공지능 트랙

빅데이터, 데이터분석
전문가

인공지능, 기계학습
전문가

<랭크 비교>

챌린저
마스터

다이아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빅데이터 전공 트랙 소개: 빅데이터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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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소개는
2페이지 뒤에)



빅데이터 전공 트랙 소개: 인공지능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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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소개는
2페이지 뒤에)



빅데이터 전공 특화 교과목 소개
: 빅데이터 트랙 (Big Data Track)

•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 R 언어를 기반으로 데이터 취득/가공/학습/시각화

• 데이터베이스 : SQL 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 고급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고급 활용 및 이론적 토대 학습

• 데이터시각화 : 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하여 의미있는 결과 도출

• 데이터마이닝 :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

칙이나 패턴을 찾아 내는 것

• 머신러닝 :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 클라우드 컴퓨팅 : 네트워크에 기반한 원격 컴퓨팅 제어/관리 기술

• 빅데이터개론 : 빅데이터 플랫폼 이론 및 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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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공 특화 교과목 소개
: 인공지능 트랙 (AI Track)

• 데이터베이스 : SQL 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 인공지능 수학 :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간단한 수학 이론

• 인공지능 : 사람의 지적인 활동을 흉내 내는 소프트웨어 개발

• 데이터마이닝 :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

칙이나 패턴을 찾아 내는 것

• 영상처리 프로그래밍 : 영상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 머신러닝 :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 텍스트정보처리 : 언어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 딥러닝기초 : DNN, CNN, RNN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이론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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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공 (추가)

• 현재 “웹 트랙” 개발 중

• HTML, JavaScript, SQL, 웹 프로그래밍, 모바일 프로그래밍, 웹 서버 구축 등 웹 개
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트랙 및 관련 교과과정 개발 진행 중

•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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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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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