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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는 KPMG Global이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요약한자료입니다.

보고서원문은아래의링크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자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Telecom Transformation의 핵심, D&A(Data and Analytics)

통신사 경영진은 통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580명의 통신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수행한 KPM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응답자의 79%는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단순히 데이터를 전송하는 파이프(Fat pipe of bits)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경영진의 80%는

D&A(데이터 분석)가 향후 고객 서비스 방식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영진의 생각 뿐 아니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D&A의 빠른 상용화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자사 데이터 분석의

활용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영진은 절반 이하에

그쳤습니다. 이에 D&A 조직 전반의 신뢰 격차 해결 여부는 향후

데이터 분석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 입니다.

많은 주요 사업자들은 기술과 인프라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있지만 경영진들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막대한 자본

투자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D&A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D&A 역량을 강화하는가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OT
S-02085_DA_TA_Article_6_V9.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OTS-02085_DA_TA_Article_6_V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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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구축

고객 데이터를 상용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creepy line

(소비자가 개인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 불편하게 느끼는 경계)’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KPMG 영국에서 실시한 리서치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통신사

고객의 약 50%는 정보 제공의 대가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데이터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개인 데이터도 기꺼이 공유하려는 경향을 보인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개인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reepy line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신업체는 초고속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자본 투자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통신사들은 운영 측면에 있어 D&A가 네트워크

최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 운영상의

복잡성과 간접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의 신뢰 확보

한편, 많은 통신업체는 creepy line에 대한 우려, 대량의 구형 IT

시스템, 오랫동안 확립된 엔지니어링 중심의 문화 등으로 인해

데이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가져다 주는 복잡성 역시 디지털 전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혁신에

필수적인 조직 내부의 신뢰를 낮추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통한 통찰력을 완전히 신뢰하는

의사결정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KPMG의 D&A 조사에 따르면,

통신업체 경영진 중 분석 효율성에 대해 높은 신뢰성을 보인

응답자는 25%이하이며, 분석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쳤습니다.

이는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주요 고객 캠페인, 네트워크 최적화

투자, 대규모 자본 지출과 관련된 핵심적인 의사결정 시 실제로

신뢰하지 않는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KPMG UK의 전자통신미디어 산업 Head인 Alex

Holt는 수익이 감소하고 광범위한 투자가 요구되며, 더구나

통제하기 어려운 혼란까지 있다면 경영진들은 비록 정보를

신뢰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통신업체 경영진은,     
비록 정보를 신뢰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절대 내리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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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 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 자료가
충분한가? 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도구 관리 및 개발에서
품질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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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덕성: 데이터 분석이 도덕적 원칙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조직은 규정 및 윤리적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가?

4. 회복력: 장기적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조직은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보안 및 올바른 관리 체계의 보장에
있어 얼마나 우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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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KPMG의 D&A 센터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있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분석에 대한 신뢰 역시 사람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와 마찬가지로,

‘지각된 신뢰성’과 ‘실제 신뢰성에 대한 증거’에 의해 좌우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뢰의 허점(deficits)이 분석 수명 주기 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의 네

가지 기준인 품질, 효율성, 도덕성 및 회복력에 집중했습니다.

효율성

품질

회복력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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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

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없지만 조직 내에서 고려하고 채택해야

할 산업 내 모범 사례는 존재합니다. KPMG D&A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통신사 경영진이 분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상업화 및 미래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권장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합니다.

기초부터시작:신뢰의차이를평가하라

신뢰할수있는분석이비즈니스의어느부분에가장
중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초기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기존 통신업체에게 이는 운영적, 문화적,
기술적인측면에서의자체평가를의미합니다.

목적설정: 목표를명확히설정·조정하라

통신사들은성과를개선하기위해다양한데이터의
용도와 분석의 목적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합한조직구축: 운영역량을보유하라

성과 개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은
운영 역량을 키우고 D&A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의 배움을 통해 외적 가치(external
value)를창출할수도있을것입니다.

허용수준식별: 고객들의기대를이해하라

고객 데이터 사용의 허용 가능 수준에 대해 조직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고객 경험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인식제고:내부인식수준을높여라

조직 내부에서 D&A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위험, 혜택 및 비용을 이해하는 것은 불신을
해소하는데중요한요소입니다. D&A의가격책정에
관한내∙외부적인인식제고역시중요합니다.

전문성함양: 내부D&A 문화를발전시켜라

기업의 D&A 팀은 보다 광범위한 D&A 이해가
중요합니다.현재 조직 내부의 역량에 대한 차이와
기회를 파악하고,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에
필요한자격을보유하는데힘써야합니다.

다양한관점견지: 기업의생태계, 
포트폴리오, 커뮤니티를구축하라

조직을 통해 신뢰를 쌓으려면, 전통적 경계 밖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통신사들은 분석 밸류 체인을
마련하기 위해 파트너십, 제 3자와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D&A 센터를구축할필요가있습니다.

투명성확보: '블랙박스’를공개하라

혁신추진: 실험을격려하라

D&A 혁신을 위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D&A 팀이혁신을추구하고실패를두려워하지않는
태도를지니도록격려해야합니다.

과감한행동:상품화기회를보라

D&A를 상품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조직
내∙외부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기회를 포착하여
데이터 분석의 적절한 사용 및 적용에 과감히
행동할필요가있습니다.

Cross-functional team구축, 제 3자에 의한 감사,
동료 평가 등 D&A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존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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