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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e on Data Journalism Education in the Era of Big Data:
What to do, and How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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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igorate discussion on data journalism education. The paper begins 

with an introduction of data journalism, which can be defined as a journalism practice pertaining to 

presenting data analysis for stories of interest to the public. The data analysis process for journalism 

practice, like many data analyses in other disciplines, includes collection, pre-processing, and 

visualization. After the introduction, the paper gives an overview of the debates on data journalism 

education: is it imperative to teach it; should it be taught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r 

elsewhere; should it be an independent course in journalism coursework, or can it be taught within 

disciplines that do not apply a journalism approach? While there is little consensus on how to teach 

data journalism and on the depth of data analysis required by journalism students, educators in 

journalism schools mostly agree that both statistical reasoning and coding skills are gaining ground as 

independent and essential subjects of the journalism curriculum. The issue here is the lack of teaching 

materials and human resources of a journalism approach, not the need or demand for data 

journalism. The paper also reviewed current syllabi for data journalism courses offered by several 

institutions so as to understand the sequence of data journalism coursework. With the exception of a 

small number of schools, it was observed that many data journalism courses tend to take the form of 

data analysis courses, making them indistinguishable from general social science courses. As data 

journalism education is in its initial stages, more systematic efforts need to be placed in the school 

education system. A few leading schools have already integrated field work and curriculum materials 

as capstone projects. Finally, the paper suggested tentative solutions for data journalism education 

that enriches through undergraduate study, industry practices, and graduate study. To summarize, 

first, it is suggested that a database system for data journalism education will greatly impro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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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data journalism education. The database system will not only help 

teachers but also students in a way that provides standardized course materials and examples that 

everybody in the field can share as common ground. Second,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data 

journalism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aligned with industry practices, relevant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and academic environment. Previous literature has revealed that professionalism and the 

cultural heritage of journalism practices have led to diverse trajectories of data journalism education. 

In this respect, we are encouraged to set up our own system that harmonizes current efforts to grow 

data journalists in our society, both in and outside the academic setting.

Keywords: data journalism, journalism education, big data, data analysis, journalism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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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나리오와 편집기술, 데이터 리즘 교육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있다”

지상  방송 PD에서 로그램 제작사로 옮긴 지인의 말이다. 지상  리얼리티 기반 능은 큰 

틀에서 상황만을 제시하고 출연진들이 틀 내에서 자유롭게 내용을 만들어내면, 100여개의 카메

라를 동원하여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 을 진행하 다고 한다. 그 다음 PD인 본인이 하는 

일은, 편집실로 가서 100여개의 카메라로 은 장면 에서 해당 임에 가장 한 장면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를 연결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한 임에 들어

갈 수 있는 장면은 단 한 개의 장면밖에 없으므로, 카메라로 어진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

며, 무엇보다 스토리로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제작과정에서 재미가 없

는 내용이면, 어떻게든 스토리라인을 잘 만드는 - 흔히 심폐소생술이라 불리는 - 작업을 통해 재

미를 살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작 과정속에 만들어진 결과물을 우선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후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을 십분 발휘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방송사를 나와 

제작사로 옮기고 넷 릭스와 같은 로벌 OTT와 업을 하게 되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작할 내용이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에 한 단 기 이 제작 투자에 앞서 필요해졌다

고 한다. 로벌 OTT는 제작자의 력과 그동안 만든 작품들의 이력도 보지만, 무엇보다 제작

하는 내용이 자신들의 콘텐츠 라이 러리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

에 내용을 검할 수 있는 구체 인 스토리텔링을 원했다고 한다. 발단, 개, 정, 하강, 결

말과 같이 꽉 짜여진 이야기의 롯(plot)안에서만 출연진이 움직이는 내용, 짤 자여진 스토리텔

링의 구조가 보여주는 콘텐츠 내용의 힘. 시나리오 작업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지상 에서 하던 

작업 방식과 다른, 새로 배워야할 역의 부상이다. 

데이터 리즘(Data Journalism)은 시나리오 작업과 편집 기술 모두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내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탐색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가장 한 방법으로 작업의 내용을 제시하며 완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 에 

매우 잘 짜여진 가설에 따라 이야기가 완성된 상태에서 데이터로 보충하는 능력 역시 필요하다. 

앤더슨(Anderson, 2015)은 데이터 리즘을 리즘 역사 속에 치시키며, 용량의 데이

터 속에서 숨겨진 사실을 찾는 것(hidden facts)과 특정한 구조, 패턴을 찾는 두 가지의 내용으

로 데이터 리즘을 비유한 바 있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 한쪽이 더 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리즘 교육에 한 통 인 질문, 이론인가 실무인가 하는 

물음 역시 가장 한 답은 ‘둘 다’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의 핵심은 하나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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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하나를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고 비 을 

어떻게 할당할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고 보면, 데이터 처리  분석이 리즘의 부도, 데

이터 리즘의 부도 아니다. 데이터가 알려주는 내용이 어떤 사건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원

인일 수도 있다. 탐사보도를 해 데이터를 뒤지는 것보다, 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

하고 내용을 알아내고 조각난 퍼즐을 맞추는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할 수 있다. 로  리즘이라 

불리는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시 이지만 이들이 장에서 사람을 만나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

은 아직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본 은 이러한 한계에 한 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데이터 리즘은 리즘의 한 

역이며, 이에 한 교육 역시 리즘 교육을 구성한다고 제한다. 한 데이터를 다루는 교

육 내용이 커뮤니 이션 역 일반에 확  용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커뮤니 이션 학과/

학부의 일반 인 데이터 처리  분석 교육이 아닌 리즘 교육으로 한정한다. 사실. 리즘 

역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다. 본문에서 다룰 것이나, 이와 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그 에 하나의 를 들면, 언론/미디어/커뮤니 이션 학과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다른 학과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와 같은 물음

이다. 

이 은 데이터 리즘 교육과 련된 쟁 과 황을 검하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논

의하기 해, 우선 데이터 리즘에 한 기 인 논의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데이터 

리즘이 무엇이며 데이터 리즘이 다른 리즘과 다른 은 어떤 것인지 먼  살펴본다. 그 

다음, 데이터 리즘 교육과 련된 쟁 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 이후, 해외의 교육 수

업계획서를 살펴본 결과를 보고하고, 데이터 리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황을 악하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의 데이

터 리즘 교육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의 형태로 제시하고 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2. 데이터 리즘 교육에 한 논의
 

1) 데이터 리즘의 등장 배경과 정의

데이터/컴퓨테이세  리즘(data/computational journalism)의 발 에는 세 가지 요인이 

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우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생산, 보 하는 기술이 발 하면서, 

다양한 용량의 데이터가 공개되었다는 을 이야기할 수 있다(Coddington, 2015; Her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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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코딩턴(Coddington, 2015)은 컴퓨터 보조 보도(CAR, Computer-Assistend 

Reporting)와 데이터 리즘, 그리고 컴퓨테이셔  리즘을 유형화하면서, CAR과 다른 

두 가지의 차이  한 가지는 사용되는 데이터가 특정한 목 을 가진 표본에 있는가 아니면 빅데

이터와 같은 형태인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리즘(Precision Journalism)이라고도 

불린 CAR 기법의 활용은 사회과학기반의 통계 기법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통계 기법에 따른 

가설 검증  연 계 분석은 표성을 지닌 소규모의 데이터 표본으로부터 이루어진 반면, 데

이터/컴퓨테이셔  리즘은 공개 데이터(Open Data)의 발 과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움직

임이 데이터 처리 기술과 맞물리면서, 표성보다는 이러한 데이터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 처리 

 분석 기법, 컴퓨테이셔  방법론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련된 다른 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 이다. 데이터를 처리하여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한 근성이 높아지면서 리즘에 활용될 수 있는 기 를 마련하 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사들이 생산되었다. 컴퓨터과학자들이 새로운 데이터 추출, 처리, 분

석 알고리듬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의 감시견 역할을 증 시킬 수 있을 것

이라는 기  역시 나타나게 되었다(Cohen, Hamilton, & Turner, 2011). 마지막으로 시장 

환경의 변화이다(Nguyen & Lugo-Ocando, 2015; Splendore et al., 2016). 설문, 여론 조

사, 경제 지표 등 숫자를 활용한 보도가 증가하고, 통계치를 두고 가짜 뉴스와 같은 사실 계 확

인 등에 응하기 해서 데이터 리즘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용량 데

이터를 활용  처리한 보도, 사실 계 확인을 한 데이터 활용 보도의 증가가 데이터기반 

리즘 실천을 보다 문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데이터 리즘에 한 다양한 정의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데이터의 리즘  활용이라

는 수식어로 설명한다. 헤라비(Heravi, 2019)는 데이터 리즘을 “공 에게 심있는 이야기

를 데이터 속에서 찾아 공공이 사용하기 가장 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베렛과 필립스(Berret & Philips, 2016)는 데이터 리즘을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

각화, 출 하는 방식을 통해 리즘 행 를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본다. 다른 정의를 제시한 

하워드(Howard, 2014)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리즘에 용된 것”이라는 직 인 표 으로 

데이터 리즘을 바라보는 등 리즘 실천을 한 도구, 새롭게 등장한 도구로 이해한다. 이

러한 정의들에게서 강조되는 것은 결국 리즘 행  속에 데이터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컴퓨테이셔  리즘은 데이터 그 자체보다는 데이터 내에서 특정한 구조나 패턴을 찾아

내는 계산 인 기술 측면을 더욱 강조하여 정의된다. “정보 수집, 의미 부여(sense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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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표 , 배포  뉴스에 한 사람들의 반응을 포함한 리즘의 활동에 컴퓨 과 컴퓨테

이셔  사고를 용하는 것”(Gynnild 2014)과 같은 정의가 이에 해당한다. 컴퓨테이셔  

리즘이 던지는 질문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같은 주제를 컴퓨테이

션 방법을 통해 밝 낼 수 있는가’ 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내는데 데이터와 알고리듬을 어

떻게 활용할까’와 같은 질문이다(Computational Journalism Lab, 2019). 데이터 리즘

의 하  역으로 컴퓨테이셔  리즘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 Berret & Philips, 2016) 

컴퓨테이셔  리즘은 알고리듬을 활용한 규모 컴퓨테이션 기반 분석이나 혹은 알고리듬  

사고를 통해 사회 상을 분석해내는 분석기술 측면을 강조하고, 데이터 리즘은 데이터를 정

제 처리하여 분석한 다음, 매끈하게 달해내는 자료제시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학문 으로 구분하면, 데이터 리즘은 통계나 수학  기술을 더욱 필요로 하고 컴퓨테

이셔  리즘은 컴퓨터과학 지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둘의 계가 실제 

작업에서 명확히 단 되는 내용은 아니며 상호 교차한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알고리듬이 만들

어지고, 알고리듬에 따라 밝 지는 데이터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데이터 

리즘과 컴퓨테이션  리즘간의 엄 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각의 필요한 교육 내용도 다르기

는 하나, 반 으로 볼 때 데이터 리즘속에 컴퓨테이셔  리즘이 속한 것으로 보는 것

이 하다(Berret & Phillips, 2016). 컴퓨테이셔  리즘은 알고리듬을 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 높은 컴퓨  방법을 동원하는 것일뿐 실질 으로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

이다. 때로 컴퓨테이셔  리즘을 알고리듬에 의한 편견과 같은 컴퓨테이셔 과 련된 주제

를 다루는 리즘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Diakopoulos, 2015), 컴퓨  자원을 활용한 데이

터 련된 작업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은 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컴퓨테이셔  리즘과 같은 수 은 아니지만, 데이터 리즘을 

이야기할때에는 단순한 데이터 작업이 아닌, 코딩 작업을 통한 컴퓨터기반 데이터 기술 작업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기본 인 엑셀과 같은 도구를 다루는 것이 아닌, 코딩을 통한 규모 데

이터 작업, 필요한 데이터를 원할 때 추출하거나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등 

기술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데이터 리즘과 련된 논쟁의 기반에 바로 코딩

이 있다. 

2) 데이터 리즘 교육을 둘러싼 쟁 : 코딩(Coding) 

데이터 리즘 교육과 련된 논쟁은 크게 세 가지 지 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논쟁은, 데이

터 리즘 교육에서 실제 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가르쳐야 하는가 혹은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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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데이터 리즘 교육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코딩 교육의 필요성 논쟁이다. 

코딩 교육을 강조하는 견해는 비록 모든 리스트가 코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리스트들은 어도 기 인 수 의 코딩 문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코딩에 

익숙한 사람들과 화하여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 은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Anderson, 

Bell, & Shirky, 2012). 코딩 기술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

여 가장 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달하기 해 노력하게 된다. 체 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

는 간편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개 원하는 것이 그 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작업에 시간이 무 많이 걸리게 되고, 언론사의 규모가 작을 경우 그 과정에서 

조직 인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는 것이다(Reilly, 2017). 따라서 리스트가 실제로 코딩을 

할  아는 것이 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코딩 교육이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는 리스트에게 

필요한 능력은 좋은 질문을 던지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여 만드는 것 는 실제 

기사를 쓰는 능력과 같은 것이지 코딩이 아니라고 본다(Wenger & Potter, 2018; Khazan, 

2013).1) 를 들어, 실제 취업시장에서 요시하는 것은 코딩 능력이 아니라 기사를 얼마나 잘 

쓰며 리즘 실천에 익숙한가와 같은 이고, 이와 같은 기본 인 능력이 검증되고 나서야 코

딩 능력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일 뿐이라고 본다(Khazan, 2013). 더군다나 코딩할 수 있는 

리스트에 한 시장 수요도 은 마당에 불필요한 낭비라 보는 것이다(Spinner, 2014). 

그러나, 코딩 교육을 넘어서 데이터와 숫자를 보는 통계  추론 능력(statistical 

reasoning)에 해서는 코딩 교육의 필요성 여부와 상 없이 모두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2) 

리스트에게 필요한 통계  추론 능력은 통계학자들이 통상 으로 강조하는 평균으로의 ‘회귀’

가 아니라, 무엇인가 ‘극단 인 값’들이 나오는 데에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McConway, 2015). 를 들어 2004년에 퓰리처 상을 받은 월스트리트 의 다니엘 골든

(Daniel Golden) 기자의 경우, 복잡한 통계 분석과 코딩을 한 것이 아니라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로 미국 학들이 부자  힘있는 동창생과 기부자들에게 편의 으로 

학 입학 허가를 내 다는 사실을 밝 내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복잡한 통계 분석력이 아니

라 통계  추론력 그 자체가 요하다는 을 보여 다는 것이다. 미국의 리즘 학과의 학과

장들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통계  추론 교육의 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 통 인 리즘 교육과 련되어서는 문직주의가 논쟁의 시작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련한 근래 논

의에 해서는 Schudson & Anderson (2009), Lewis (2013), Waisbord (2013)을 참조할 것.

2) 이와 련된 논의는 쿠시언, 루이스, 그리고 칼라한(Cushion, Lewis, & Callaghan, 2017), 마틴(Martin, 

2017), 느구엔과 루고-오칸토(Nguyen & Lugo-Ocando,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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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추론 교육이 학생들의 리즘 직종 취직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보는 비율이 1997년의 

67%에서 2008년에는 72%로 증가한 바 있다(Dunwoody & Griffins, 2013). 그러나 통계  

추론 능력과 코딩 능력은 별개라는 에서 통계  추론 능력에 한 동의가 그나마 낮은 수 의 

코딩 교육의 필수성에 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딩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용성과 활용성은 인정하지만, 교육과정으로서의 ‘필수 ’인가에 해서 견해가 갈린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코딩 교육을 필수 이라 보는 쪽은 앞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이른바 아웃소싱에는 한계가 있다

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규모가 큰 신문사라 하더라도 기자가 코딩을 할 수 없을 경우 사내 산

에게조차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는 일이 만만찮은 일이라는 에서, 리즘을 실천하며 뉴스

를 보도하는데 한계가 노정된다. 를 들어, 국내 유수 일간 신문사 기자들의 언에 따르면, 사

내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기자가 특정 맥락에 쓰인 기사를 추출하기 해 산 과 력하고자 하

지만, 산 에게는 이것이 특정한 보상이 없는 과외의 일이기 때문에 기자는 상당한 치를 보아

야 하며, 한번 요청해서 받으면 더 이상 추가 인 요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결국 

데이터 리즘과 련하여 코딩 교육이 필수 이어야 하는가 아닌가는 시장에서 데이터 리

즘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가,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리

즘 실천이 얼마나 일상이 될 것인가에 한 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해당 능

력을 보유하는 것이 기자가 취재상의 상 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두 번째 논쟁은 코딩 교육이 만약 필수 으로 필요한 리즘 교육의 일부라면, 학에서 

가르쳐야 하는가에 한 교육의 주체에 한 논쟁이다. 해당 논쟁은 다시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

될 수 있다. 먼  ① 코딩 교육 그 자체는 리즘 교육 역 바깥에서도 교육할 수 있다는 견해 

② 리즘 교육으로서 코딩을 교육할 수 있다 해도 학교 교육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 ③ 마지막

으로, 학 교육내에서 리즘 교육의 일환으로 소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 어진다. 

코딩 교육이 리즘 교육과 결부될 필요없이 독립 으로 교육이 이루어져도 된다고 보는 

견해는 코딩 능력과 리즘 능력이 별개의 것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코딩을 배운 이후 리

즘 내용을 공부해도 리즘을 실 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더군다나 리

스트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보다 코딩을 아는 사람에게 리즘을 가르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다(Spinner, 2014). 학 교육내 리즘 무용론은 학이 아닌 장에서 배우는 것이 더 

하다는 견해이다. 리즘 교육 자체가 이미 쓰기와 보도 제작, 상 촬 , 취재, 멀티미

디어 제작론 등 가르쳐야 할 내용이 넘쳐나는데 실제로 코딩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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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다가 실 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을 빠르게 배우고 소화하여 응용력을 향상하는 데에는 장보

다 더 나은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를 들어, 미 남가주 학의 학부 과정을 보면 필수 과목 2학

으로 데이터 리즘 과목을 3학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과정은 모두 뉴스 

생산과 스토리텔링, 제작 과정, 역별 문성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 리즘을 

새로 개설할 만한 여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학교가 아닌 장의 교육은 실제로 

필요한 것을 심으로, 빠르게 용할 수 있는 이른바 ‘즉시 력감’의 기술을 가르치는 장 이 있

는 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장기간 가르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고, 기

자가 있는 장과 조직에 따라 교육 편차가 큰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방법에 한 논쟁은 코딩 교육을 어느 정도 수 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독

립 인 과목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과목 속에 녹여내야 하는 것인지에 한 논쟁이

다. 이 경우는 호불호나 찬성과 반 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독립 으로 가르

치는 것이 하다는 견해 속에 그 게 수행할 수 있는 자원, 인력의 문제와 결부되어 논쟁이 

진행된다. 리즘 반에 걸쳐 데이터 리즘과 련된 코딩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다는 이 문제이지, 독립 인 과목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데에는 부분 동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통계  추론 능력과 같은 차원에서 과학 리즘 같은 과목에서 수용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Dunwoody & Griffins, 2013). <Table 1>은 이와 같은 지 까지 

논의한 데이터 리즘 교육과 련된 일련의 논쟁 지 을 정리한 것이다. 

그 다면 이러한 논쟁을 지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황은 어떠할까? 

Opinions

Pro Con

Necessity
Coding education, is 

it a must?

Change in News Environment; 

Statistical Reasoning; Data literacy 

(Nguyen & Lugo-Ocando, 2015; 

Wenger & Potter, 2018)

Journalists are not programmers; 

No use for getting a job (Khazan, 

2013); Lack of Market demand 

(Spinner, 2014), 

Teaching 

Agent

Should teach in 

higher edcation, 

particularly, within 

J-School?

Reasoning and coding need to be 

understood under the Journalism 

umbrella (Berret & Phillps, 2016)

Field experience; Learning by 

doing; immediate application of 

what has learned

Class

Independent course? 

Or, embedded in 

other subjects?

Independent course

(Berret & Phillps, 2016; Folkerts, 

Hamilton, Lemann, 2013)

Science Journalism may be a 

good starting point

(Dunwoody & Grifffins, 2013)

Educator Who does teach? Lack of human resources

Table 1. Discussion on Coding Education for Data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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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리즘의 교육 황

실제 교육 황을 앞서 논의되었던 교육의 주체와 수업의 내용을 심으로 살펴보면, 학교육과 

직업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의 6개 국가들을 조사

한 바에 따르면, 뉴스 조직들은 직원을 채용한 후 데이터 분석 기술과 련된 훈련을 제공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의 문가를 채용하는 경향이 있고, 학생들은 부분 학으로 표되는 고등 

교육 기 과 직업  문성을 담보한 탐사 리즘 센터와 같은 민간 기 에서 데이터 리즘

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다(Splendore et al., 2016). 그러나 이 방식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

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통 인 리즘 직업 훈련의 문성, 직업시장 상황, 학간 

경쟁 등의 요소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국가마다 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간의 역할 비 이 높을 

수도 있고, 민간 기 의 비 이 상 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차이가 존재하 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취업 이 에 해당 부문 훈련을 받는 것이 략 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학의 고등 교육이 데이터 리즘 교육을 담당하는지 아니면 직업 문 기 이나 

리즘 센터와 같은 곳에서 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국가의 문직주의 직업 훈련의 통과 

시장 상황에 의해 좌우되었다. 학  과정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리즘

에게 부여되는 직업  문성이 해당 국가의 반 인 통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아닌가와 련

되어 있었는데, 리즘을 하나의 직업  문성이 필요한 역으로 경계 짓고(Carlson, 

2015; Lewis, 2012), 객 성의 확립과 같은 기사 생산, 유통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리스트의 문성을 시하는 국이나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리즘 통의 국가는 

교육을 주로 학에서 담당하 다(Lorzen, 2011; Berret & Phillips, 2016). 직업  문성

을 가진 기  - 를 들어, 탐사 리즘 센터 –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독일, 네

덜란드, 스 스 같은 국가 는데, 이들 국가 역시 리스트의 직업  문성이 반 으로 높

은 국가라 볼 수 있었으나, 직업  문성에 한 경계 설정이 앞서 국과 미국에 비해 명확하

지 않은 국가들이다. 반면, 이탈리아나 폴란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리즘 과목이 학  과정 

커리큘럼의 일부가 아니었는데 이는 직업 시장에서 데이터 리즘을 그 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도 연 되어 있으며, 상 으로 리스트의 직업  문성에 한 정당화 수 이 낮은 국

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세계 으로 볼 때, 학 교육이 데이터 리

즘의 최 선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로벌 서베이 결과는 응답자의 12%만이 데이터 

련 기술을 고등 교육기 으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다(Heravi, 2019). 

재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학부 과목 개편을 통해, 데이터 리즘을 가르치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다. 순수 데이터 리즘으로 과목명을 편성하기 보다는 ‘빅데이터 리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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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며, 기본 으로 데이터를 분

석하는 데 있어 기존의 그래픽 기반 통계 로그램( . SPSS)이 아닌 R과 같은 로그래  기반 

통계 로그램으로 데이터 분석 과목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앞서 독일, 스

스  네덜란드처럼 공공 기 과 민간 기 에 의한 교육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뉴스타

의 데이터 리즘 스쿨, 한국 언론 진흥재단의 문 역량 강화사업으로 진행되는 데이터 

리즘 인력 육성 사업, 구  뉴스랩의 데이터 리즘 지원사업, 방송기자연합회의 리즘 

아카데미의 크롤링  통계보도 문 과정 등이 학 바깥의 기 에서 리즘 입문생, 업 종

사자 등이 배울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데이터 

리즘을 왜 학에서 가르쳐야 하는지에 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술

(technology) 인 측면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한 선도 인 교육 과정의 개편이 많은 것

으로 보인다. 학술 논문 검색으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리즘’을 학교 교육으로 수용해야 하

는 바에 한 학술  논의나 사회  논쟁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논쟁이 나타날 

때, 데이터 리즘 교육 커리큘럼이 갖추어야 할 표 인 항목들에 한 사항들을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시장의 에서 생각하여 보아도, 데이터 리즘이 취업시장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 학습의 내용이 장 실무에서 인정되고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강사진을 비롯한 업에서 통용될 수 있는 데이터 리즘을 운용할 수 있는 

학 로그램내 운  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지 이 

많다( . Hewett, 2016). 

다음으로, 독립 인 리즘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학내 경쟁과 

역시 리즘 교육의 문화 정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리즘 교육에 한 경쟁이 치열한 국

가에서 데이터 리즘 과목들이 제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내 제도화라고 해서 모

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학과 내에서 실제로 데이터 련 해당 과목들을 개설하는 경우와 해당 

과목들을 개설하지는 않지만 인  학문의 과목들로부터 데이터 수집, 정제, 처리 등 일반 인 데

이터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듣는 것이 졸업 요건인 학교도 발견되었다. 이와 비슷한 발

견은 과거 컴퓨터 보조 리즘(CAR)와 련된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다. 컴퓨터 기반 보

도에 한 교육 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2008년에 발표된 바에 따르

면, 미국 학의 리즘 학과 학생들은 데이터 분석과 련된 기술을 비-미국 학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익힌 채로 졸업하지만, 비-미국 학이 데이터 분석과 련된 교육 과정을 제도화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미국 학생들은 다른 과에서 데이터 련 과목을 주로 듣다는 것이다

(Yarnall, 2008). 하지만 응답자들  실제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는 별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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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해당 조사 결과를 재의 수업계획서에 한 분석과 함께 제시한 헤라비(2009)에 따르

면, 수업의 반이상이 입문 과정으로 실  데이터 분석 도구를 다루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다루

면서 분석하는 체 인 작업 흐름의 한 사이클을 끝내는 기  수업이 많았다. 고  수업을 진행

하는 경우에 코딩이나 로그래  교육, 컴퓨테이셔  리즘 교육 과목을 가진 경우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입문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앞으로 데이터 리즘 교육, 그 에서도 코딩 교육과 련하여 고등 교육기

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어야 하는지에 한 논의가 시 하다. 이미 2017년부터 시범학교로부터 

시작하여 등 교육 과정에서의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2019년부터는 등학교 교육과정에

서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제도화된 의무 코딩 교육이 그 나름의 문제가 있다 하

더라도, 무엇보다 컴퓨테이셔  사고와 코딩을 충분히 한 학생들이 짧으면 5년 길게는 7-8년 

정도가 지나면 학 교육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데이터 

리즘 속에 코딩이라는 항목이 어떻게 배태되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할 것인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 환경의 변화가 지속 인 교육 과정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 데이터 리

즘 교육에서 코딩 그 자체보다는 코딩이 리즘 실천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요하다는 을 다시  상기시켜 다. 

3. 재의 데이터 리즘 교육 내 수업계획서 검토

그 다면, 실제 데이터 리즘의 교육 내용은 어떠할까? 데이터 리즘의 교육 내용을 살펴

보기 한 여러 가지 방안 에서 본 에서는 학의 교과 수업 계획서를 살펴보고 재 로그

램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수많은 학의 수업계획서를 완벽하게 

망라하기 어렵고, 실제 수업계획서를 공개한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재 데이터 리즘 교

과목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 다. 해당 자료는 탐사 리즘 교육 컨소시엄

(Investigative Journalism Education Consortium, IJEC)에 게시된 자료(http://bit.do/

ijec_dd)로 IJEC는  세계 탐사 보도 네트워크(Global Investigative Journalism network)

와 탐사보도 기자  에디터(Investigative Reporters and Editors)의 비 리 리즘 기

과 업속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 외의 자료로는 데이터 리즘 교육에 한 연구를 진행한 

헤라비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http://bit.do/ddsyllabus), 해당 자료는 개 데이터 

리즘 로그램을 모아둔 것으로 수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IJEC는 27개 학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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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획서를 게시하고 있는데, 수업 계획서의 검토는 지 까지 논의된 사항들의 연장선상에서 데

이터 리즘 과목내 스토리 텔링과 련된 리즘 요소와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과 련된 

깊이의 두 가지 을 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1) 학부 수업계획서의 일반  특징 

먼  리즘 의 스토리텔링이 데이터 리즘 과목에 잘 녹아들어 있는가를 공개되어 있

는 27개의 데이터 리즘 과목 수업계획서로 살펴보면, 리즘 의 스토리텔링을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는 데이터속에서 찾을 것인가와 같은 기획 인 부분, 이론  측

면은 막상 부분의 수업계획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27개 학교의 수업계획서에서 2개 학교

의 과목만이 데이터를 통한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으로 과목 기 데이터와 리즘을 연결시

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해당 과목에 실제로 보도된 사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습하는 사례

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서, 데이터 리즘과 련된 논쟁에서 학 교육 과정내 리즘  

시각과의 융합 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막상 수업에서는 데이터 리즘 과목이 데이

터 수집, 처리, 분석을 가르치는 데 그쳤다. 즉, 학술  논쟁과 실무 교육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스토리를 데이터에서 찾는 작업, 데이터 문해력이나 데이터내 이상치를 찾아 이야기를 만들어내

는 능력 등 데이터 리즘의 이론  측면과는 무 하게 순수히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한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수업에서 다루는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의 수 을 살펴본 결과 학과에 따라 편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마다 교수하는 로그램이나 역이 다른 가운데, 부분 기

인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등 탐색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찰되었으나, 학부 과정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학습의 범 가 어느 정도까지 

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공통된 기 이 존재하지 않았다. 를 들어, 2017년을 기

으로 만들어진 몇몇 학부 과정의 데이터 리즘 수업계획서를 비교해보면, 남가주 학의 데이

터 리즘 수업은 엑셀과 타블로(Tableau) 등을 통한 데이터 시각화 심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반면, 로리다 학은 엑셀, 타블로, 구  퓨 (Fusion) 테이블 등 공개

되어 있는 오 소스기반 로그램에 부가하여, 계형 데이터베이스 로그래  언어인 SQL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었다. 스탠포드 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 텍스트 데이터처리와 함께 GIS를 

이용한 지도 분석이 하나의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스탠포드 학의 경우,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가 로 블리카(ProPublica)와 같은 

뉴스 기 에서 실제로 뉴스 어 리 이션 개발을 하고 데이터 분석 진행을 경험한 사람이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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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 특이하 는데, 해당 강의자는 실제 데이터 리즘이 활용된 사례를 자신이 뉴스 기

에 근무하는 과정을 통해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분석되는  과정의 

차를 숙지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동일한 과정을 직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스탠포드 학의 데이터 리즘 과목은 데이터 분석 방법, 실제 보도에 활용된 분석 과

정에 한 연습이 조화되어 있었다. 데이터와 련된 스토리 텔링을 이론 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으나, 수업 에 데이터와 련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사 에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으로 보아야할 내용을 제시한 다음, 실제 학생들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보도

한 실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에 한 학습이 데이터 분석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실제 리즘의 실천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 으로 확인하는 장 을 가지고 있

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학부 수 의 데이터 리즘 수업이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그래 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배운 내용이 실제 리즘 실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

를 같이 제시하는 이 데이터 리즘 수업을 리즘 학과에서 가르치는 이유를 보여 다고 

볼 수 있다. 

 

2) 데이터 리즘 학원 석사 학  과정: 컬럼비아 학의 

데이터 분석과 리즘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원의 데이터 리즘 석사 학  교과 

과정은 이 둘의 결합을 통해 문 으로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려  수 있는 사

례라 할 수 있다. 학원에서 데이터 리즘을 공하는 일반  리즘 학 가 아니라, 문

으로 데이터 리즘 석사 학 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미국의 컬럼비아 학

(Columbia University), 국의 카디  학(Cardiff Univeristy), 버 햄 시티 학 

(Birmingham City University) 등이 있다. 이 에서도 수업계획서 과정을 공개하고 유튜

로 일부 강의를 공개하고 있는 학은 컬럼비아 학으로 해당 학의 학  교과 과정을 표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 한 카디  학이나 버 햄 시티 학의 경우 먼  반 인 교

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기 어려웠다. 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 인 리즘 학  

모듈에 데이터 리즘 과목을 몇 과목 포함시킨 정도로 볼 수 있었다. 카디  학의 경우는 

이썬을 통한 데이터 분석 과목과 데이터 리즘 과목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과목들이 데

이터 분석에 특화되었다기 보다는 온라인 리즘 교육이 결합된 형식이었다. 

<Table 2>는 컬럼비아 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데이터 리즘 교육 과정으로, 데이터 

리즘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들과 체 석사 학 과정생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15주 데이터 특

화 수업의 2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웹에 게시된 내용이 교과과정의 모듈을 구분하지는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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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게 로그래 , 데이터 분석, 그리고 리즘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악

되어 이에 따라 정리하 다. 그리고 15주 데이터 특화 수업은 각각이 2개 이상의 모듈에 걸쳐 있

는 특화 과정으로 내용의 깊이는 실제 수업들보다 깊지 않으나 기 인 소양을 배양하고 데이터

를 다룰 수 있는 수 으로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구체 으로 각 모듈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리즘 학과에서 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의의

가 데이터 분석 모듈에서 잘 드러난다. 첫 번째 학기부터 데이터 분석 스튜디오 과목은 실제 데

이터 분석 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로젝트기반 수업으로, 탐

사 는 연구지향 인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 데이터를 통한 스토리텔링 과목은 데이터 분

석 스튜디오 과목을 이어받아, 데이터 시각화를 비롯하여, 시각  인지를 요시하는 이른바 탐

색  데이터 분석 과목인데 데이터 분석에 수업 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달에 심을 둔다. 

로그래  모듈의 경우 가장 기 인 이썬(Python)과 같은 로그래  언어를 배우는 기  

과목으로부터 시작하여, 계론 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과목, 그리

고 기계학습 방법을 다루는 알고리듬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과목들은 리즘 학  

과정이 아니라 경 학과의 빅데이터 공 과목이라 해도 무방한 내용의 교과 흐름으로, 로그램

을 작성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는 빅데이터 분석 련 학과 과정이 있다면 학부생들이 3-4학년에 

어렵지 않게 수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고리듬 과목에 이르면, 해당 과목은 기

계학습 기반 데이터 분석과 연계되는데, 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실제 빅데이터 분

석과목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흥미로운 은 첫 학기에 부분의 데이터 분석과 련된 

석을 세우고 2번째 학기부터는 첫 학기에 배운 내용을 리즘  시각에서 응용하는 과정으

Programming Data Analysis Journalism

Foundations of Computing (1) Data Analysis Studio (1) Reporting I (1)

Data & Databases (1) Storytelling with Data (2) Reporting II (2)

Algorithms (3) Written Word (2)

Special Module (15 weeks)

                    Computational Journalism

                                   Multimedia Story Telling

Using Data to Investigate Across Borders

Source: https://journalism.columbia.edu/ms-data-journalism

Note: Parenthesis indicates course offering semesters. 

Table 2. Data Journalism Program: Columbi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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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고. 3번째 학기에는 실제 분석 로젝트를 통해 심층  기사를 작성하는 연속 인 흐

름이 잘 정리되어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3학기때에는 심층 기사 작성을 해 필수 수업은 

한 과목으로만 배치한 이 에 띄인다. 

재 컬림비아 학의 과정을 심으로 보았지만, 데이터 기획  분석 - 로그래  언어 

기술 - 리즘 실천을 통한 실제 기사 작성이라는 세 가지 교육 모듈은 데이터 리즘 석사 

학  과정이 개설된 학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다만, 학교에 따라 멀티미디어로 기사를 작성하

는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교과 내용으로 편성하고, 데이터 분석의 깊이를 기계학습으로까지는 확

장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 다. 앞서 언 한 국의 카디 (Cardiff) 학의 경우이다. 즉, 데이

터의 제시와 시각화 등 보도(reporting)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와 데이터 분석을 강조하는 정도

에 따라 학습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 언 하지 않은 다른 학교의 경우 학교에 따라 

시각화와 웹디자인을 학부와 학원 리즘의 핵심 로그램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Howard, 2014), 이 경우 데이터 리즘에서 기계학습까지 수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석사학  데이터 리즘의 교과 과정의  다른 특징은 실제 기사를 작성하여 언론 매체

에 실리는 결과물, 성과를 요시하는 이다. 이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에서도 캡스톤 로젝

트라는 이름으로 용 인, 실제 업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해결책을 만

들어내는 일종의 실  로젝트의 교과과정이 데이터 리즘으로 옮겨온 셈이다. 이러한 결과

물의 양산은 단순히 교육 과정생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학교 교과 과정의 결과물이 실제 언

론에 게재됨으로써 학교의 평 과 연계되는 특징이 있다. 데이터 리즘을 수강한 학생들의 

로젝트가 실제로 발표되고 기사화됨으로써 해당 교육 로그램이 사회에서 인식되는 가시성뿐만 

아니라 실용 인 측면 모두가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스탠포드 학의 컴퓨터 과학의 

신경망 교과과정 강의 부분이 유튜 에 공개되어 있음으로 인해, 신경망 공부를 한다고 하면 

구나가 스탠포드 학의 강의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스탠포드 학의 강의가 신경망 공부의 

첫 단추이자 표 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실제로 컬럼비아 학의 경우 컴퓨테이셔  리즘 

강의는 강의 내용 체가 웹에 공개되어 있는데, 해당 과목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 과정이 표 화될 수 있는 부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악된다. 

3) 교육 과정 검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이와 같은 교과 과정에 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

째, 데이터 리즘에 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데이터 리즘을 활용한 분석 사례가 

존재하고 해당 데이터가 축 되어 있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풍부해야 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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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리즘의 실천을 한 데이터 분석 과정은 사회과학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과 기술

으로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다루는 주제의 내용 그리고 보도를 해 데이터를 바

라보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리즘 과목에서 데이터 분석을 다루는 방식은 다른 학

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 를 들어, 어떤 지역에 특이하게 벌에 쏘여 

병원에 오는 여성이 많다면, 데이터 분석가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악

하고자 한다. 그 원인이 벌에 귀인되는 것인지, 여성에게 귀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 동일하

게 쏘이는데 사회  계로 인해 여성이 병원에 더 오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가설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사회과학의 데이터 분석가이며 개 1차 가설 검증을 통

해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분석을 마무리하게 된다. 반면, 데이터 리스트는 이러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원인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더 고드는 심층 취재를 

할 수 있다. 가령, 해당 사건이 이번 년도에만 나타난 것인지, 병원의 인력은 혹시나 부족한지 등

은 데이터로 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취재 결과에 따라 다시 장으로 나가 

공공기 은 이와 련된 책이 있는지, 의료보험은 이러한 상황에 비되어 있는지 장 취재를 

통해 주제를 확장하고 보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다양한 데이터를 다시 결합하면서 탐

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만의 문제인지 다른 지역은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와 같이, 데이터 리즘의 다양한 사례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존재는 교과 과정에 

있어서 매우 요한 학습 원천이 된다. 국내의 경우 뉴스타 가 데이터 리즘 과정의 결과물을 

공개하기도 하 으나, 앞으로 데이터 리즘을 실제로 잘 용한 결과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데이터가 함께 공개되어 학습용 교과 데이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둘째, 변화하는 언론 산업 환경에서 언론 기 들이 데이터 리즘에 투자하고 활

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데이터 리즘 교육에 있어서 필수 으로 필요한 거시  환경인데 반해, 

국내에서 데이터 리즘의 교육 성과를 기사로 출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은 교육 성과 측면

에서 고민거리가 된다. 이미 한국에서 데이터 리즘의 유행이 지났다는 선언(채반석, 2017)

이 존재하고 있으며, 데이터 리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아웃라이어”라는 반응(김

익 , 2018)도 있다. 실제로 산업 장에서 데이터 리즘의 망이 매우 밝다고 보기는 어려

우며, 더군다나 문 탐사 보도 기 과 형 언론사만이 데이터 리즘의 표  사례와 성과

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역시 데이터 리즘의 입지가 넓지 않음을 간 으로 반증하고 있

다. 따라서 실제 리즘 취업시장에 진입한 이후, 직무로서 데이터 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진입한 다음에야 데이터 리즘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생기는 시장 환경이라면 굳

이 교육 장에서부터 데이터 리즘을 강조하며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에 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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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재 데이터 리즘의 성격은 기자가 기획자의 역할을 하고 

데이터 처리나 분석은 외주화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언론진흥재단의 데이터 

리즘  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만약 이러한 

실천이 주류라고 한다면 데이터 리즘 교육에서 코딩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기획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셋째, 학교 교육 수 에서 데이터 분석 기획 수 을 넘어서서 실행수 까지 익

야할 필요성이 있나에 한 고민으로 다시  이어진다. 앞서 언 한 로 재 업계의 행은 데

이터 련 기사 로젝트는 데이터를 기자가 구하거나 데이터 기획을 구상한 다음, 이를 실행가

능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자문’을 얻는 형식이 부분의 데이터 리즘 실행 방법이다. “좋

은 질문이 먼 다”라는 내용이 해당 질문을 실행할 사람을 찾아 실행이 가능해지면 질문에 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질문이 있더라도 막상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해당 보도는 

묻히게 된다. 보도의 여부가 기사가 좋고 나쁨이나 질문의 유효성이 아니라, 독자 으로 실행할 

수 없으므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다.

4. 고등 교육기 의 데이터 리즘 교육 활성화를 한 제언

지 까지 논의한 에 기반하여 생각해보면 데이터 리즘 교육을 활성화하기 한 세 가지 제

언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제안은 학부 수 에서 데이터 리즘 핵심 모듈을 

개발하되, 데이터 기획, 분석, 보도내용 생산 등의 세분화된 역으로 구분하여 리즘 공 

학생뿐만 아니라 미디어/커뮤니 이션학 체 일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학습 과정을 만들 필요

가 있다. 특히 기획 부분은 데이터 리즘을 리즘학과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는 미디어 사이언스 과목보다 데이터 리즘이라는 리즘 심 시각으

로 근하는 것이 학생들의 통계  추론 능력을 배양하면서 동시에 결과물을 최종 수요자에게 

달과정까지 요시하는 통합  교과과정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한 내용을 조 만 방

향을 바꾸면 얼마든지, 미디어 커뮤니 이션 학과 내 다른 공 모듈로 환도 가능한 방식이다. 

앞서 를 든, 어느 지역에 벌에 쏘인 여성들이 많은 경우를 수업에 활용한다고 가정한다

면, 고 공학생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신이 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고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공익 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사항을 생각할 수도 있으며, 

벌에 사람이 쏘 을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  면역 체계의 반응을 매우 인터 티 한 자료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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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달하고자 하는 과학 커뮤니 이션 공자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데이터 

리즘을 비롯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요한 것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 사고, 논리 구성, 분

석 방법 등의 경험을 축 하는 것이며, 그 축 이 자신의 문 분야에 맞추어져 이루어져야 한

다.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을 통해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데이터 리즘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가 

가지는 뉴스 가치에 한 단, 복잡하게 만들어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마

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랫폼에 맞추어 소비층에 맞게 가공하고 달하는 능력, 뉴스에 

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다음 뉴스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기지, 뉴스 생산 과정에서의 업 등

은 단순히 데이터 분석 과목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안은 업 실무자의 살아 있는 경험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기회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내러티 로 풀어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리즘을 실행한 데이터를 직  학생들과 함께 들여다보며 해당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의 실천  방식일 필요가 있다. 데이터 리즘과 련된 컨퍼런스와 학습 기회는 부분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반이거나 혹은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멘토링 등 업과 학습이 분리

되어 있으며, 공통의 데이터를 통한 학습 모듈이 반복 으로 활용되지 않는 계로, 실질 인 경

험이 승되지 않고 있다. 흔히 경  정보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회사의 사  자원 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은 회사의 자원을 리하는 데이터를 통합 으로 

리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회사의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는 체계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

는 이유는 회사의 인력 이동이 생겨도 회사의 기본 인 데이터, 업무에 한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 개개인의 암묵지나 리가 아니라 체계 인 리 시스템의 확립인 것이

다. 마찬가지로, 다른 리즘의 역보다 데이터 리즘은 이러한 리가 수월하며 한 지

속 으로 데이터가 쌓이면서 반복 으로 학습되고 승될 때 체 리즘 도메인의 지식과 기

술, 역량이 배가될 수 있게 된다. 학교 단 의 교육이 힘들다면, 언론재단이나 학회, 는 회의 

컨소시엄과 학교의 수업을 연계시켜 지속 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커리큘

럼을 개발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방법

이다. 특히 앞서 언 한 데이터 리즘을 해 실제 보도된 자료의 데이터를 축 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용 데이터세트가 필요하다. 를 들어, 재 오마이뉴스는 깃허 에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데(https://github.com/OhmyNews), 이와 같은 식의 데이터 

자원을 실제 보도된 내용과 결합하여 학습용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하고, 교재를 만드는데 활용하

자는 것이다. 최근 신경망 분석방법인 딥러닝이 속도로 발 하고 있는 이유  하나는 모두가 



106 한국언론학보 63권 5호 (2019년 10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가 공개되어 있고, 구나 해당 데이터세트를 가져다가, 학습용 코드

를 통해서 실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신경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동일한 

데이터 세트로 공부한다고 할 정도로, 공유된 지식 기반  분석 방법의 축 은 신경망 학습 학

문 분야가 매우 빠르게 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리즘을 실행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 이르는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한 두 가지 사항들을 보다 구체 인 를 통해 살펴보자. 아래 그래 는 2017년 

선주자들의 시군구별 득표 황을 보여주는 데이터 시각화로 간값과 체 득표 정도가 상자

그림(boxplot)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칼럼 형식으로 하여 오피니언/이슈란에 객원기자분

이 기고한 내용이다(홍경환, 2017). 해당 데이터를 구성하는 코드 역시 공개되어 있는데

(https://statkclee.github.io/viz/viz-trellis.html), 데이터는 오마이뉴스가 정리한 데이터

이다. 즉, 언론사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이다. 수업에서는 해당 그래 를 구체 으로 

학생들에게 그리며 동시에 리즘  시각으로 후속 취재에 나설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

야 한다. 

해당 그래 의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역 득표율 구조

가 유사하고, 홍 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지역 득표율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선에서 1 를 한 것은 이러한 지역 득표율 구조 속에서도 압도

인 숫자를 득표하 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득표 그래 의 축을 보면, 축의 

척도가 매우 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반 인 데이터 분석과 련된 이야기

이고, 리즘  시각에서 데이터를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몇 가지 주목할 지 이 해당 그래

에 있다. 바로 홍 표  유승민 후보의 구 득표율이다. 구의 경우 두 후보는 편차가 매우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두 후보들의 경우는 상 으로 편차가 은 편이

다. 특히 유승민 후보의 편차가 매우 긴 편인데, 해당 표로 구에서 유승민 후보가 홍 표 후보

와 격 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경우 역시 흥미로운데 홍 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

보들의 득표율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고 매우 불균형했다는 사실을 알려 다. 리즘의 실천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실제 지역에 내려가 취재하

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층취재로 연결되는 것이다. 평균이 아닌 이상치를 살피는 데이터 

리즘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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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esidential Election Result, 2017. Data Visualization 

Source: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18357&sec_no=25

Code:   https://statkclee.github.io/viz/viz-trell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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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제안은 학원 석사 과정의 데이터 분석 과목은 기  과정이 아닌 고  기술을 배

울 수 있는 기회로 편성하는 것이다. 학부에서의 기  교육  실제 직무 장 경험과 연계된 공

공  민간 기 의 학습 모듈의 습득, 그리고 습득한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리즘의 실천이 

이어지는 고  교육으로서의 석사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 기 인 데이터 분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교육기 이 아닌 비교육기 에 상당히 

많다. 따라서, 기 인 사항은 비교육기 에서 익히고 교육기 은 실제로 알고리듬 과목과 같은 

같은 고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다양한 해외 사례에 한 체계 인 학

습을 통해 데이터 리즘과 련된 일련의 이론 , 기술  학습의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학습은 오로지 개개인과 뉴스 조직의 비 과 역량, 극 인 자기주도  학습과 

시장내 경쟁에 의존하는 것이다. 물론, 시장내 경쟁은 데이터 리즘이 실질 인 경제  가치

를 가져야 하는 것과 연 된다. 아무리 좋은 리즘 가치와 실천이라 하더라도 경제 으로 지

속가능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리즘이 실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 퍼스트라는 일

련의 흐름이 시들어진 반면, 유튜  콘텐츠를 만드는 기자는 신을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돌아와서, 학원 수 에서 진행되는 데이터 리즘 교육은 기  교육과 실무가 아

닌 보다 문 인 역을 심도있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딩 교육의 

의무화 효과가 나타나는 시 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기 인 분석 교육이 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  기술이 직무상 필요한 사

람들에게 달해  수 있는 학습 체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데이터 분석과 련된 교육

은 무료로 볼 수 있는 온라인 강좌가 넘쳐나고 있고, 자신이 극 으로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  기술의 기  단계까지 온라인에서 익힐 수 있는 흐름이 나타

나고 있다는 에서, 단순 데이터 분석이 아닌 리즘에 특화된 교육 과정의 개발이 시 하다. 

5. 결론: 장과 데이터의 결합은 필수

한국 조선업의 부흥 시기에 거제도 조선소의 장 기술자와 조선소 설계 인력이 한 을 이루었

다. 설계한 내용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의 인력은 설계한 내용의 문제 을 지 하고, 상황에 

맞게 부품들을 히 용 하고 조립하며 하나의 으로 같이 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양 

랜트를 수주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한 설계 과정 속에서 IT 회사처럼 일하고 주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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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를 빠져나가는 장과 유리된 설계 인력, 문성보다는 인력 의 물량으로 공사 기일을 맞

추려는 회사, 매번 다른 랜트 건설의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기술 축 의 부족, 그러나 경쟁과 

연계된 단실수로 이루어진 가 수주, 그 게 거제도의 조선업은 빛을 잃어갔다(양승훈, 2019).

데이터 리즘도 마찬가지다. 데이터를 바라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로젝트의 핵심은 

장에 한 질문이다. 장의 내용을 통해 데이터를 고들고, 취재 , 분석  모두가 하나의 

으로 움직여야 한다. IT 기업의 설계 인력처럼 장을 벗어난 데이터 리즘은 데이터가 말해

주는 내용을 온 히 담아내기 어렵다. 데이터 리즘 교육이 외부에서 데이터 분석을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리즘 공내에서 소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교육의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매번 기 만을 반복하고 발 이 없다면, 그리고 학습 내용을 가르치는 개개인의 기량과 노

하우에 학습 성취가 달려 있다면, 교육 시스템으로서는 낙제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리즘의 등장 배경과 정의를 살펴보고, 데이터 리즘 교육을 둘러

싼 쟁 과 실제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데이터 리즘의 쟁   학습계획서를 논의하

며 리즘 과목 속에 데이터 분석을 가르치는 의의와 그리고 실제 해당 내용을 용하는 교육 

방식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교육 수 과 련하여서는 미국 학을 심으

로 한 교육 과정을 요약하 는데, 커리큘럼이 일반 인 데이터 분석 과목과 비교하여, 데이터 

리즘 분석 과목이 다루는 분석의 범 와 수 을 가늠하고자 하 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교육이 리즘 학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 인가를 사고하고자 하 다. 무

엇보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실무의 에서 재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교육 과정의 

내용이 리즘 산업 장과 인력 수 과 긴 한 계 속에서 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데이터 리즘 과목은 통계  추론에 한 강조  데이터 기획 

능력을 겸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부에서는 데이터 기획, 분석 등의 과목을 세부 으로 제시하여 리즘 교육뿐만 아니

라 미디어 커뮤니 이션학으로서의 일반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그리고 학교 교육 외

곽에서 업 종사자를 상으로 한 직무 교육과 업 종사자의 경험을 학생들과 연결짓는 방식의 

교육을 제안하 다. 무엇보다 모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실제 보도 내용이 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데이터 리즘의 고  교육 방향으로서 학원의 교육 과정이 

앞으로 보편화된 코딩 의무화 교육이 가져올 미래를 비하고 업의 실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재 공공  민간기 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본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단 하나의 방안일 수 없으며, 훌륭한 다른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요한 은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면서, 리즘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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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발한 논의가 학과  학교 차원을 넘어서서 체 리즘 환경, 필드 차원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앞서 거제도 이야기는 앙일보에서 데이터 리즘의 일환으로 다룬 바가 있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입사 5년만에 퇴사하게 된 직장인은 재 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

르치며, 거제도의 몰락과 련된 매우 훌륭한 데이터 리즘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와 

내러티 를 결합한 책을 출 하 다. 생생한 장의 경험과 데이터의 결합은 언제나 강력한 설득

력을 가진 정보가 된다. 앞으로 데이터 리즘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체계화되어, 데이터 

리즘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제가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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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저널리즘 교육에 관한 소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호

(객원교수, 서울시립  융합 공학부 빅데이터 공 )

본 연구는 빅데이터 시 에 데이터 리즘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한 방안을 고민하는 연구이다. 이를 

해 먼  데이터 리즘의 등장 배경과 개념  정의를 논하고, 데이터 리즘 교육과 련된 쟁 을 

정리하 다. 다음으로, 미국을 심으로 데이터 리즘의 교육 황을 검하면서, 데이터 분석의 학습 

과정에서 리즘  시각이 추가되는 통계  추론 능력이 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한, 데이터 

리즘 교육의 활성화를 해서는 학 교육 뿐만 아니라 업 환경을 고려한 학습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요하다는 을 언 하 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리즘의 활성화를 해 리즘 시각 육성을 한 

학부수업, 업의 데이터 리즘 성과를 모은 학습 교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학원의 고  기술 과정

이 필요하다는 을 제시하 다.

핵심어: 데이터 리즘, 리즘 교육,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리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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