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신 러닝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의사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고 데이터

책임자 (chief data officer), 데이터 과학자 , CIO들은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시대에 인간의 활용

만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미래 지향적인 기업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업들은 성공적인 머신 러닝 전략을 위해 데이터 관리 가치

사슬(Data Management Value Chain)의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쇄신해야할것이다.

기업들은 향후 2년 정도의 기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재설계함으로써 이러한 이슈를

다루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급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정형화 역량, 무작위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애널리틱스, 복잡한 모델링을 지원하는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

일부 기업은 이미 대규모 AI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러한

트렌드를 수용하고 있다. 딜로이트의 기업 내 AI 현황에 관한

3차 연간 설문조사에서 , 응답자들은 AI로 경쟁우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고의 이니셔티브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AI를위한데이터인프라의현대화”를꼽았다.1)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은 기업이 이러한

트렌드에 참여하려면 부담이 크다. 구식 데이터 모델과 처리

역량을 탈피한 일부 기업들은 이미 보다 빠르게, 보다 다양한

데이터로 수익을 내고 있다.2) 중요한 것은 레거시 시스템과

데이터 모델에서 종종 발생하는 지연 시간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클릭과 응답

사이의 최적의 지연 시간은 50밀리초 미만이다. 그 이상이

걸리면 사용자들은 인내심을 잃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려

버린다.3)

1) Beena Ammanath, Susanne Hupfer, and David Jarvis, Thriving in the era of pervasive AI: Deloitte’s State of AI in the Enterprise,
3rd Edition, Deloitte Insights, July 30, 2020.

2) Suketu Gandhi et al., “Demystifying data monetization,” MIT Sloan Management Review, November 27, 2018.
3) Samuel Newman, “What is latency and how does it kill fast internet?,” BroadbandDeals.co.uk, March 30, 2017. A decade ago,

Amazon estimated that every 100ms of latency costs the company 1% in sales. See: Yoav Einav, “Amazon found every 100ms of
latency cost them 1% in sales,” GigaSpaces, January 20, 2019.



머신 데이터 혁신 트렌드에 합류하는 기업들은 향후 몇

개월간 머신 러닝의 가능성을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가치 사슬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이는 뚜렷한 변화의 신호다. 수십

년 동안 기업들은 인간이 직감과 감정보다는 통계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하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왔다.

인간은 주로 두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특정되는 집계된

데이터를 본다 . 더 복잡한 데이터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시된 정보를 처리하고 유용한

선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깔끔한 표와 정확한 라벨로

구성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반면 기계는 여러 요인을

동시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머신 러닝 모델은

대량의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에서 낮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24시간 내내

일하며실시간으로똑똑한결정을 내릴수있다.

원시 데이터 (raw data)를 정리하거나 4) 개인에

맞춤화된 상품 추천 등과 같이 인간의 의사 결정을

측정할 수 없는 분야에서, 머신 러닝은 완벽한 의사

결정이 아닌 어느 정도 괜찮은 의사 결정만 내려도 된다.

예를 들어, 한 소매 업체에게는 실시간으로 수천 명의

온라인 쇼핑객에게 매우 광범위하게 맞춤화된 상품

종류를 동시에 추천해줄 수 있는 역량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상품들은 각

고객의 고유한 취향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순간 판매를 촉진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기업 전반에 걸쳐 인간이 아닌 기계가 내리는 이러한

“충분히 괜찮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은 전체 비용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의사

결정에서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수준의

의사 결정 또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의사 결정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무어의 법칙을 떠오르게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와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향후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내리는 데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

것이다. 접근 방식은 산업, 시장, 조직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트렌드에 합류하는 많은 기업들은

다음과같은영역을재설계하는데에중점을둘듯하다.

4) Deloitte CIO Journal on the Wall Street Journal, “Tips for transforming data management,” August 24, 2016.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아직 손을 대지 않

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데

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에 있는 기존 엔터프

라이즈 데이터일 것이며, 어떤 데이터는 머신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생성된 최신 데이터일 수 있다. 또 어떤 데이터

는 비정형 텍스트이거나,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으로

생성된 비전통적인 데이터일 수 있다. 이런 데이터는 십

중팔구 이전에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기

에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저장소에 그대로 잠

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잃어버린 기회이다. 원시 정보의

방대한 저장량 중 어떤 데이터가 미래 예측에 도움이 되

는 데이터로 밝혀지거나 향후 결정적인 가치를 낼 수 있

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기업들은 게다가 적절한 툴과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방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전력 회사가 전력이나 장비 고장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 해당 회사는 기존에 고장에 대

한 데이터만 수집해 왔을 수 있다. 그러나 예측을 위해서

해당 회사는 전력이나 장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모습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데이터 또한

필요하다. 이는 기업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특정 기업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웹사이트 데

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가? 데이터 품질이 더 이상 예전

만큼 중요하지 않은 현재, 어떻게 데이터 처리 방식을 변

경하여데이터의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을까?

5) Sean Michael Kerner, “Top 8 cloud data warehouses,” Datamation, September 10, 2019.
6) Prescient & Strategic Intelligence, “Data warehouse as a service market,” March 16, 2020.

스토리지 측면에서 기업들은 점점 데이터를 표와 행과

열에 깔끔하게 들어맞도록 저장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

다. 많은 기업들이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고급 분석 툴에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IoT와 소셜 미디어, AI로부터

오는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다음의 다양한 최신 데이터

베이스에저장할수 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Cloud data

warehouse).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 회사 중 점점더

많은 회사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업 전반 내 서로 다른 출처에

서 오는 데이터를 집계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실시간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권한 기반의 중

앙 집중식 시스템으로 인해, 함께 배치되는 데이터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수집과 스토리지 기능 외에도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검색 엔진 툴과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5)클라우드 사용 편의성, 필요

시스케일업혹은스케일다운하는기능,고급데이터

처리 및 분석 툴의 조합은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

스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프레션트 & 스트래

티 직 인 텔 리 전 스 (Prescient & Strategic

Intelligence)는 2030년까지 서비스형 데이터 웨어

하우스(data warehouse-as-a-service) 시장의 가

치가 238억 달러에 도달할것으로예상한다.6)



• 기능 스토어 (Feature store). 가까운 미래에는

기업이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데이터 모델을 서로

독립적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다.

각각의 모델은 서로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은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모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와 처리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은 매우 상이하다. 모든 모델이

균일하게 실시간 컴퓨팅을 하는 것은 컴퓨팅 성능의

낭비다. 마찬가지로 어떤 모델들은 기능을 공유하는

반면, 단일 모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다. 이러한 데이터 모델들의 경쟁적인

수요를 모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기능 스토어는

컴퓨팅을 할당하고 기능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규모에 맞게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의사 결정 비용을

절감하는 데 필수적이다. 게다가 기능 스토어는 AI를

활용함으로써 분류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기반으로

특정기능의수요를예측할수 있을것이다.7)

•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Time series database).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인기는 지난 2년간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8) 데이터에

대한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기록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추적하고 데이터와 데이터가 만들어진 특정

시간을 데이터세트에 삽입된 사항으로 기록한다.

IoT와 모니터링 기술의 시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따라과거및예측분석능력은,특정시점에

데이터 값을 조회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에 더 많이

좌우된다.9)

7) Adi Hirschtein, “What are feature stores and why are they critical for scaling data science?,” Towards Data Science, April 7, 2020.
8) DB-Engines, “DBMS popularity broken down by database model,” November 2020.
9) Matt Asay, “Why time series databases are exploding in popularity,” TechRepublic, June 26, 2019.
10) Serdar Yegulalp, “What is a graph database? A better way to store connected data,” InfoWorld, March 21, 2018.
11) Robin Harris, “Data storage: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emerging technologies,” ZDNet, May 28, 2019.

•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고도로 상호 연결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 표로 정리되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상관관계의 개수는 제한적이다 . 그러나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데이터가 비정형화될수록,

상관관계와 상호 연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로는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할 뿐 아니라 각 데이터 포인트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데이터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에 대한 조회가 빠르고 효율적이며 더

정확해질수있다.10)

스토리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를 집계하고 구성하는 데 더 이상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11) 또한 자가 회복이 가능하며

내결함성(fault-tolerant)을 갖춘 데이터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행정적인

비용과 수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 . 머신 러닝과 고급

애널리틱스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데이터

스토리지와 모델링 기법으로는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상당한수준의발전이다.



수집하는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기기, 채널,

지역에서 생성된 단편적인 데이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의 전후 상황을 가지고 개별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시장의 미충족 수요 또는 내부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단편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특히나 수백 개의 레거시

시스템과 전 세계에 저장된 중복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일관성 없이 용어를 처리하는 기존 대기업에서는

비전통적인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 자원의 가치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일 수 있다.

기업이 미래 지향적인 데이터 기반 구축에 착수하기

시작할 때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강력한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내리려면 뻔한 데이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분석해야 한다. 존재

여부를 아무도 모르는 뻔하지 않은 데이터가 실제로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중 알려진

데이터와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수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관성 없이 구성되고 일관성 없이

명명된 상이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일은 만만치 않으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제를 회피하여 기업이 잠재적으로

가치있는기회를놓칠경우그대가는클수있다.

12) Deloitte CIO Journal on the Wall Street Journal, “Tips for transforming data management.”

좋은 소식은 현재 머신 러닝 기반의 인지 데이터 관리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발굴하고 데이터의 인사이트와

연관성을 밝히는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방법은다음과같다.

• 애널리틱스, 시맨틱 모델(Semantic model), 인지

기술을 통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수작업이 필요한

관리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으므로 , 데이터

과학자들은고급애널리틱스에 더집중할수있다.

• 기초가 되는 데이터 시스템의 코드의 유사성을

파악하면 데이터 과학자들은 여러 데이터 모델에서

맞춤형데이터알고리즘을 사용할수있다.

• 마지막으로 인지 데이터 관리자는 머신 러닝 역량을

활용하여 마스터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사용자가 데이터의 상호 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데이터 준비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데이터

관리효율성을향상시킬 수있다.

가까운 미래에 데이터 관리 역량이 수집, 분류, 관리,

발굴 기능을 가지고 지원하는 새로운 툴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몇 개월 동안 이러한

트렌드가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데이터 스튜어드(data

steward) 활용이 트랜잭션 시스템과 공급망 생태계,

스마트팩토리환경으로까지 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방대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머신 러닝 기반의 데이터 의사 결정의 비밀

병기이다. 빅데이터 시스템이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및

처리하여 머신 러닝 및 애널리틱스 플랫폼에 공급하고

사용자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수록, 기업의 데이터

투자의효과는더커질수있다.

이를 위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처음부터

중앙부나 클라우드로 먼저 전송하는 대신 데이터의

네트워크 진입 시점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데이터 시스템 내 지연을

줄이는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엣지 컴퓨팅은 컴퓨팅 및 처리

능 력 을 중 앙 부 로 부 터 떨 어 진 , 네 트 워 크 의

“가장자리(edge)” 가까이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엔터프라이즈/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를

대체하지는 않으나,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분석 및 결정

등의 처리 작업을 보다 고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

주변부에서 운영되는 기기는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로

원시 데이터를 다시 보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미 정제된 데이터만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사실상 국소적으로 저장, 처리, 분석, 대응을 한다. 엣지

컴퓨팅은 많은 양의 최신 데이터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액세스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할때특히나유용할수있다.13)

13) Edmond Toutoungi, “Cloud and edge computing explained … in under 100 words,” Deloitte, August 27, 2019.
14) Chris Arkenberg et al., Unbundling the cloud with the intelligent edge: How edge computing, AI, and advanced connectivity are

enabling enterprises to become more responsive to a fast-moving world, Deloitte Insights, September 8, 2020.
15) Markets and Markets, Machine learning market by vertical (BFSI,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retail, telecommunication, 

government and defense, manufacturing, energy and utilities), deployment mode, service, organization size, and region—
global forecast to 2022, September 2017.

발전한 인터넷 연결성(connectivity)은 데이터의

첫번째 진입 지점에서 실시간 의사 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4G/LTE와 와이파이 등 현재 세대의 인터넷

연결은 엣지 컴퓨팅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요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대역폭, 지연 시간, 그리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기 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다.

5G는 보다빠른속도와초지연성을제공할수있다.또한

대역폭 용량을 확장하여 더 많은 기기를 동시에 감당할

수있다.14)

앞서 살펴봤듯이 , 모든 산업에 걸쳐 머신 러닝

이니셔티브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실제로 머신 러닝

기술 시장은 현재 연간 4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까지 88억 달러의 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5)그러나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플랫폼은 구식 데이터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보유한 기업에서는 투자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할 것이다. 귀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전략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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