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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는 KPMG Global이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요약한자료입니다.

보고서원문은아래의링크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
/xx/pdf/2017/08/da-trusted-analytics-ceo-
outlook.pdf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은 CEO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KPMG는 매년 글로벌 CE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Trusted analytics matter

to CEOs’는 ‘KPMG 2017 Global CEO Outlook’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ata & Analytics (D&A) 분야에 대한 CEO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CEO는 조직의 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CEO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ata &

Analytics (D&A)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PMG 2017 Global CEO Outlook’에 따르면 , 설문

조사에 참여한 1,300여 명의 CEO는 조직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나타났습니다.

대중과 기업에게 ‘신뢰’가 점차 중요한 화제로 떠오름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CEO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8/da-trusted-analytics-ceo-outloo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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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 기회

전 세계 CEO는 기술 발전과 시장의 파괴적 혁신이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CEO는 미래 성장을 위해 조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파괴적 혁신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KPMG가 수행한 설문 조사 결과는 CEO가 D&A를

이러한 변화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많은 CEO는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에 대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 이렇게 기업의 리더가 D&A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성장세 개선 ,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고객참여 증진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CEO의 생각은 2017 Global CEO Outlook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CEO의 48%는 3년 이내에 각 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8%는 기술

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D&A 분야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5%의 CEO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70%

기업의순이익증가기대

기업의비즈니스및운영모델의트랜스포메이션

고객과더가까워지는기회및고객참여증진

기업의회복탄력성강화

생산성증가

59%

55%

53%

52%

Figure1: CEO가급부상하는기술부문에투자하는이유

Source: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CEO는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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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이끄는 신뢰

올해 설문 조사를 통해 ‘신뢰’는 지속적으로 CEO의 핵심 관심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CEO는 사회적 의식이 높은

기업일수록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신뢰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CEO의 74%가

미래를 위해 신뢰 , 가치 , 문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리더는 외부 이해관계자 및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조직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6명(61%)이 이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D&A의

핵심 요소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관심은 사이버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분야의 급부상을 이끌었습니다.

D&A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재무적인 영향력은 증가했지만 , 데이터의 정치적 ∙도덕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D&A 기술을 가진 기업은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

Figure2: CEO가생각하는사회적의식이높은기업의중요성

기업의미래를위해신뢰, 
가치와문화를중요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가진
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

Source: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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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모습

기업의 리더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자 하며,

데이터 신뢰도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응답자의 56%가 의사 결정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신뢰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36%의 CEO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D&A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

KPMG는 D&A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CEO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조 직의 리더 는 데이 터의 품질 (Quality) ， 효 율성

(Effectiveness)， 완전성(Integrity)， 회복탄력성 (Resilience) 등

4가지 주요 신뢰 요소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D&A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Figure3: 데이터신뢰도에대한 CEO의우려

의사결정의기본이되는
데이터의완전성에대해우려

CEO의 56%가 의사
결정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신뢰도에
우려를 표명

동의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

Source: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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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D&A의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 자료가 충분한가?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등 품질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2. 효율성: 의도한대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기업이 판단할 수 있는가?

3. 완전성: D&A가 도덕적 원칙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D&A에 규정 및 윤리적 원칙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4. 회복탄력성: 장기적 운영에 조직이 최적화되어 있는가?
조직은 분석 과정 전반에 걸친 적합한 보안 및 올바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데이터 분석은 장기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

Source: Building Trust in Analytics, Breaking the Cycle of Mistrust in D&A, Global 
Data & Analytics, KPMG International, October 2016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의 네 가지 기준

KPMG의 D&A 전문가들이 제시한 4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D&A 및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4가지 필수 요소들은 D&A 분석 주기 내에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소싱(Data Sourcing)에서부터

분석 및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적절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효율성

품질

회복탄력성

완전성

신뢰

KPMG의 4가지 D&A 
기준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D&A 및 모델링
구현이 가능

Figure4: 신뢰할수있는 D&A를위한 4가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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