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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Leader's Message

COVID-19 위기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방역 모범 국가로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민의 우수한 국민성과 위기 극복시에 발현되는 특유의 단결력이 주효하였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데이터 관리 및 IT 기술 역량이 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위력을 발휘하였기 때문

이라고 평가됩니다. 

COVID-19을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주도

하는 정밀한 데이터 관리는 향후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

니다. 즉각적으로 실시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처리하는 동시에 다량의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데이터 기반 경영은 이제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전 산업을 아우르는 화두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여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

니다. 이번 금융 특집호에서는 데이터 경영을 중심으로 한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업계의 핵

심 경영 과제로 자리잡은 데이터 경영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리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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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치 평가:
데이터 자산의 가치 이해

01
Karen Werger 외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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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과연 가장 높은 가치를 보유한 
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근래 각종 기관의 전체적인 가치와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요소로써 데이터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

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높이고, 향후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역량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와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곧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경쟁우위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계속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들은 먼저 어떻게 자산으로써 데이

터의 가치를 측정할 것인지 구체화한 후, 가치 증대를 견
인하기 위한 통합적인 데이터 전략을 이행하여야 한다. 

데이터 가치 평가를 위한 체계 구성에 이제 막 착수하

였거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이드를 필요로 하
고 있다면, 다음의 3가지 주요 활동들을 점검해 볼 필요

가 있다.  

가치 구조(value architecture)를 수립함으

로써 가치가 반영된 전략적 목표 수정이 가
능하다. 이는 가치를 견인하는 요소와 전략

적 목표 및 사업 이익을 연결짓는 매우 중요

한 청사진의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에 대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의사결정 체계를 형성한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치 창
출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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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치 평가: 
통합된 체계를 구성하라
회사가 보유한 다른 자산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가치 평가 또한 여러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 자산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통해 사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은 마진 증대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절차 수립 시,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파악하였다면, 그 다음은 해당 데이터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확인

하고, 비즈니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Step 01
현재 보유한 데이터 

자산 파악

Step 02
데이터 특성 파악

Step 03
현재의 데이터 
활용 방안 파악

Step 04
새로운 활용 방안, 또는 

미래의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탐색

현재의 데이터 
활용 방안을 기반으로
데이터 가치 평가 수행

가치평가 체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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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체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평가 수행: 
성장, 이익,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고려
비즈니스 세계에서 존재하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데이터가 기업의 
성장, 이익 및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야 한다. 

현재 기업의 성장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이윤 창출에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타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데이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 내의 기타 자산이 존재하는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데이터와 관련하여 조직 전체 및 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데이터를 통해 창출 할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

데이터와 연관된 제 3의 상업적 수익이 존재하는가?

내부의 데이터 사용을 통해 이익 창출이 가능한가? 

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요소들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데이터 생성, 보관, 접근 및 보급)

특정 데이터에 있어 연관된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큰 경우가 있는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거나 “방어적 가치(defensive value)”를 창출함 

으로써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회사에 대한 시장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성장

이익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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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한 데이터 자산 및 특성 파악
1단계 및 2단계

무엇이든지 첫번째 순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데이터의 가치 측정을 위한 첫번째 과정은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일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

하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실
패하는 것은 대부분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보유중인 모든 데이터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전체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파악하였다면, 경영진은 데
이터가 보유한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야 한다. 데이터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데이터가 
조직의 성장, 수익성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데이터가 다른 자산과는 차별화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이것이 데이터 가치 측정에 중요한 이유

• 가치 손상이 없이도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다

• 데이터의 가치는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데이터는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지만, 삭제될 수 있다

•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의 가치가 증가

할 수 있으나, “증가”가 반드시 “더 나은”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데이터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데이터의 상태 점검
데이터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데이터 품질
연관성, 생성일자, 정확도 및 종류

데이터의 대상화 가능성/ 데이터의 심도/데이터의 선택 가능성

데이터 원천
거버넌스, 데이터 수집 방식, 정보보안 관련 영향 

광범위성
데이터가 포괄하는 대상, 트레일러 데이터

활용 방안/ROI
입증된 활용 방안

시장 수요
시장의 수요와 지불할 용의 

특수성 및 배타성
유사한 데이터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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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치 측정 방법
데이터는 다른 무형자산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 데이터셋 (data set)이 갖는 특징은 각기 상이할 수 있다. 하
지만 데이터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데이터 가치 측정 방식인 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성장, 수익성, 리스

크 관련 요소들을 고려한 방식들은 널리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데이터 가치 측정 방식의 일부 예시이다. 

시장거래 접근법(Market Approach)

오늘날,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제 3자에게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보된 분석 방식을 사용

한다. 또한, 다양한 생태계 (ecosystems) 내에서 데이

터 교환 방식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 참여자들은 데이터 자산을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데이터 교환을 통해 각 기업 특성에 
맞춘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발굴하고, 자산으로 거
래하기 위한 방안들을 형성함에 따라, 교환을 통해 발생

하는 거래는 데이터의 가치가 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도
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른 자산 유형과 마찬가지

로, 가치 비교와 관련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시
장이 성숙하고 기업들이 거래를 위한 더 많은 방안들을 
형성함에 따라 데이터 자산의 가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 
거래를 활용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기간초과이익법(MPEEM)

"기여자신의 원가”를 차감하여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

된 현금흐름을 산출하여 경제적인 효익을 측정하는 수
익 가치 접근법을 통해 데이터 자산이 창출하는 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 

데이터 자산의 유무 시나리오 접근법

데이터 자산이 대체되어야 하는 경우 현금흐름에 발
생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추정

하는 방법이다(다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모든 자산이 사용 중이며, 모두 동일한 생산 역량을 보
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데이터 자산이 “존재“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 별 손익, 영업비용 및 현금흐

름을 예상하고, 두 경우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통해 데이

터 자산의 가치를 측정한다. 

로열티 지불 시나리오 접근법

회사가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한 
데이터 자산을 보유한 제 3자로부터 데이터 라이선스를 
구매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방법에서 회사는 제 3자에게 라이선스를 구매함으로써 
일정 기간동안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재조달원가 접근법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재조달원가(replacement 
cost)의 개념을 활용하는 접근법이다. 자산의 효용이 
대체될 수 있는 금액과 제 3자가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이익/수익률을 더한 금액 이상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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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한 생명보험사는 매주 사망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분
석하며, 관계회사인 자산 관리사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한다. 이를 통해 해당 회사는 
판매 및 상품 가격 책정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 

가치 측정 방법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선도주자의 우위를 선점하

기 위해 회사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 사업의 가치에 데
이터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 자산의 유
무 시나리오 접근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이 방식을 채택

하는 것에는 신중이 가해져야 하지만, 데이터 자산이 갖
는 다양한 가치 분포를 체계화 하기 위해 좋은 접근 방
식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기타 데이터 가치 측정 방식

들과 마찬가지로, 예측 가정을 세우고 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경영진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

다. 이 방식을 활용해서 경영진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의 시나리오를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자산이 존재할 때 사
업의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
해 이러한 예측을 활용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이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쟁사가 시장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취해야 하는 
활동들을 예측하는 시나리오이다. 본 예측은 회사 혹은 
유사한 성격의 경쟁사가 데이터 자산을 제외한 모든 보
유 자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하며 자본적 지출 혹
은 영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수반한다. 

마지막으로,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와 “자산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간에 발생하는 데이터 자산의 가치 차
이가 곧 데이터 자산의 이론적 가치가 된다.

데이터 자산의 유무 시나리오 접근법

데이터 자산의 가치

연도

현
금

흐
름

데이터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현금흐름

데이터 자산의 가치

데이터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의 현금흐름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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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6,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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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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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1.  내부 활용 사례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 대비하여 차별점을 갖게 되며, 다양한 영업 생태계 속에서 리더 
혹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선도주자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현재 데이터 활용 방안 파악 및 대체방안, 
혹은 미래의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탐색

3단계 및 4단계

데이터 가치 측정 과정을 통해 상업적인 방향의 새로운 활용 방안, 대체 활용 방안 혹은 방어적 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색다른 활용 방안을 발굴할 수 있다. 각각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가치 측정 접근 방식은 현재의 데이터 활용방식 혹은 향
후 데이터가 활용될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Deloitte Insights

데이터 전략, 금융권의 생존 전략12

예시

한 리테일 기업은 보유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한 후 제 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월간 구독료를 수
취하고 있다. 이 기업의 경우 외부의 수익원 및 별도로 
인식이 가능한 수익을 보유하며 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명확히 규정짓고 있다. 

가치 측정 방법

이러한 접근 방식에 주로 활용되는 가치 측정 방식은 로
열티 지불 시나리오 접근법 및 데이터 자산의 유무 시나

리오 접근법이다.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가치 측정 방식

을 통해 해당 기업은 성장, 수익성 및 리스크와 관련된 
요소들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예
측 및 가치 측정 요소들과 관련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

진다. 
로열티 지불 시나리오의 경우, 기업은 데이터를 직접 보
유하지 않고 가상의 제 3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

여 제 3자에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열티 비율을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기업이 데이터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핵심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
다.

데이터 자산의 기대 수명

(데이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측정 가능) 

로열티와 관련된 수익 성장률

(데이터 특성 분석을 수반)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업 모형의 수익성 

로열티와 할인율 비교를 통해 사업 모형의 미래 
리스크 측정 가능

기업은 주요 사업 예측과 가치평가 투입변수를 조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가치 평가와 연도별 변화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데이터 수명

로열티

2%
4%
6%
8%

10%

3년 4년 5년 6년 7년

활용사례 2.  존재하는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사례

대부분의 상업적 활용 사례의 경우, 회사는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기업간의 거래를 통해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한다. 

할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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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농업 종사자들로부터, 혹은 그들을 위해 농작물 재배 관
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업이 있다. 농기계 생
산자 및 대출 기관이 각 지역별 농기계 수요 및 농업 종
사자들이 농기계를 구매하기 위한 대출 실행 시 수반되

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치 측정 방법

해당 기업은 새롭게 등장한 수익원을 분석에 포함시킴으

로써 로열티 지불 시나리오 접근법의 확장을 도모한다. 
경영진은 아래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한 데이

터 수명, 로열티 금액 및 할인율을 새로운 수익원에 대입

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다. 
또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 수명, 로열티 금액 및 할인율 지
표를 적용하여 새로운 로열티 지불 시나리오 접근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예측 분석이 가능하다. 

할인율=12%

상기 분석에 활용된 가상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본 활용 사례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수명의 예상 지표와 예상 로열

티 금액은 리스크나 할인율보다 최종 산출된 가치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로열티 금액을 결정짓는 사
업의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의 잔존 가치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데이터의 특성을 다시 돌아보는 것
은 이러한 요소들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데이터 수명 3 년 4 년 5 년 6 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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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활용사례 3.  대체 활용 및 외부 활용 방안

때로는 동일한 데이터가 기업별로 적용되는 사례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외부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모형을 발굴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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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측정 방법

해당 기업이 새로운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방어적인 데이터 가치 분석을 위해 비용 접근법(cost 
approach)을 취할 수 있다. 본 분석 방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내부 데이터를 활
용하게 만든다. 이 접근 방식은 현재의 가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재창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비용 접근 방식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인력 비용 및 데이터를 저장(또는 호스팅)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비용

IT 시스템 비용 

규제 관련 비용 

데이터를 재생산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 

데이터 자산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의 투자 비용 수익률

예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 오랜 시간 데이터를 축적해온 다국적 기업이 있다. 산업 분석가들은 해당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활용사례 4.  방어적 활용

일부 기업의 경우 경쟁사보다 먼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현재 존재하는 시장에 더 나은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곤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경쟁사 대비 더 빠른 규모의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특집호

15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자산의 가치 이해

데이터의 가치 창출에 앞장서라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 환원을 향상시키는 절차를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가치 측정 과정은 회사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데이터 가치 창출의 선도주

자가 되기 위해, 다음의 절차들은 각 단계마다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데이터 가치 측정의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보유한 데이터는 무엇이 있는가? 
보유 데이터에 대한 시각/관점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 
조직의 가치 창출을 위해 현재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의 가치 증가를 견인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의 특성은 무엇인가? 
대체 활용 방안을 통해 데이터의 가치 및 이해관계자 환원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가?
데이터의 가치와 ROI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조직이 중점을 두고 확인해야 하는 데이터 활용 사례와 데이터 특성은 무엇인가?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자원, 도구,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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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데이터 전략,
기업 정보 모델,
거버넌스 모델의 정의

Dean Hobbs 외 5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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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RP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수준의 조직 재구성

이 이루어질 것임을 접하게 되었다. 차기 예산 수립 일

정에 맞추어 2개월 안에 새로운 ERP 구조를 확립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한 것이다.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체 예정인 기존의 보고 체계가 현재의 ERP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설상 가상으로, 재무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으

로 인해 수천개의 비용 발생 단위 (cost center) 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 조직 구조에 과

거 재무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다. 그러나 회사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기업 정

보 모델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거버넌스의 부족

으로 인해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마스터 데이터가 신규 

ERP 시스템에 활용될 것이다. ERP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변화

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 관계자들에

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모든 재무적 전환, 특히 ERP 시스템 구축과 같은 것

에 대한 투자는 재무 데이터 모델의 재구성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매 순간 변화를 거듭하는 오늘날의 경

제 환경으로 인해 10년, 심지어 5년 안에도 유의미한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지속성을 갖는“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대신, “진

화하는”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는 현재 필요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미래의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기업 정보 모델을 포함한 재무 데이터 전략

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뿐

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재무 데이

터에 문제가 없으며, 일관성을 갖는지를 추적할 수 있

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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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데이터 전략 수립

재무 디지털 전환을 통한 목표 달성 및 현재 처한 비즈

니스 환경과 관련된 각종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재무 데이터 전략을 
통해 정의된다. 재무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 
이러한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데이터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의사결정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

이 된다. 데이터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기업은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 목적,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하는 인력, 의
사결정 체계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

을 문서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각 주제마다 서로 상이한 난제들이 등장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인식하고 해소할 방안을 고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총 계정 원장 
• 이중 계정과목(COA) 및 리포팅

• 복수의 ERP 에서의 결산 
• 전사 수준의 통합 결산 
• 각 국가 특성에 맞춘 계정과목

• 각 국가의 계정 원장

FP&A
• 목표 예측 

• 연간 계획

• 배분 

• 경영진 측면의 보고서

컨버젼(Conversion)
• 데이터 컨버젼 및 계정 조정 로드맵 

• 과거 데이터 유지

• cut-over 및 go-live 관련 제약

마스터 데이터 거버넌스(MDG)
•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 이중 마스터 데이터 유지

• 데이터 분포

• 각 법적 실체 간 MDG 거버넌스

기술적 측면

•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 프로젝트 시작 일자의 계획 및 전략 

• 시스템 감가상각 로드맵

• 비즈니스 연속성 

• ERP 퍼포먼스

거래 데이터

•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 거래 데이터 시각화

• 바운더리 시스템 데이터 세분화

• 데이터 볼륨

리포팅

• 외부 리포팅 툴 활용

• 데이터마트 전략 

• 재무회계 및 비용 모듈의 기본 제공 

보고서 비율

• 보조 원장 보고서를 위한 이중 COA

기술: 통합 
• 바운더리 시스템 통합

• 연계 프로젝트 

• 시스템 테스트 일정 수립

• 주요 의사결정 체계 공유(KDD)

변화 관리

• 통합 변화 관리 프로그램

• 변화 관리 솔루션/변화 촉매 설정 

및 도입 

• 랩(lab) 디자인–계획 수립 및 프로

젝트 런칭

다만 초기 구상 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재무 데이터 전략

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재무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진행 됨에 따라, 
각종 교육과 워크샵을 통해 새롭게 학습해야 할 요소들

과 필수 요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며, 지속적인 수
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유의미한 재무 데이터 전략은 각 
업무가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새롭게 업무에 투입된 
인원들이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체된 논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전 과정에 걸쳐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림 1

재무 데이터 전략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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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모델 개발

기업 정보 모델을 통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 및 리포

팅 절차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ERP 패키지를 조직의 필요에 맞춘 구조로 변형이 가능

하다. 이상적인 기업 정보 모델은 견고하며, 목적을 분
명하게 규정하고,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추어 구성

된 한편 신상품 도입, 조직 변경, 또는 합병 등에 유연하

게 대비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견고하게 정립된 기업 정보 모델을 통해 기업은 유연한 
보고 체계 및 거래 프로세싱,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거래 및 수익성에 대한 확장된 시
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연하면서도 다층적 구조를 갖춘 재무 데이터 모델

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나타

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의 각종 요건에 따
라 설계 주기를 여러 번 수행하고, 기준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스터 데이터를 파악하는 한편 모델 설계와 
관련된 의사 결정 체계를 시각화 하고 내부 및 외부 리
포팅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
차를 반복하여 접근하다 보면 데이터 모델의 디자인이 

• 설계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다루는 워크샵 추진

• 설계 요구사항 수집

• 개별 항목의 가치 사전 정립

• 보고 체계 설계

• 매핑 접근방식 정립

• 매핑 요건 및 관계 수집

• 매핑 테이블 및 로직 설계 
• 매핑 리뷰 지속적 수행

• 계정 조정이 필요한 재무제표 결정

• 계정 조정이 필요한 세부 수준 결정

• 정합성, 데이터 무브먼트 관련하여 재무제표 검토를 
실행하고, 필요 시 수정사항 반영

• 전환 과정 전체에 걸쳐 변화 추적

• 유효성 검사 규칙 정립

• 적절한 활용 방안 수립 
• 거버넌스 정책 및 절차 정립

상세 설계 매핑

계정 조정 전환

보다 구조적인 형태를 지닐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직 내
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이를 검증함으로써 비즈

니스의 실질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다. 

각 절차를 반복하여 수행 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계정 조정, 매핑 및 변환의 규칙과 같은 사항들을 동시에 
반영하여 의사결정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관계자

가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기업 정보 모델 설계

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비용 발생 단위(Cost Center)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

새로운 Global 수준의 COA를 활용하여 수익 
회계처리 시 필요하다면 상품 수준에서 리포

팅이 가능한가?

이를 통해 명명 규칙, 금액 범위, 기본 계층 생성, 데
이터 항목 간의 관계 및 유효성 검사 규칙, 기존 원천 시
스템의 매핑 로직을 모두 반영하여 개별 재무 데이터 요
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그림 2

기업 정보 모델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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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자

프로젝트 리더

데이터 관리 조직 리더
사업부 리더

데이터 소유자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수립

기업 정보 모델을 자동차 엔진에 빗대어 본다면, 이와 
관련된 거버넌스 모델은 정비공, 수리 장비와 엔진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정형화된 정비 체계

를 갖춘 정비소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는 인력, 절차, 기술이라는 3개의 주요 항목들을 점검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인력: 데이터 거버넌스 팀, 사업 책임자, 데이터 스
튜어드십, 기술 설계자,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 각각

의 역할은 무엇인가?

절차: 데이터는 어떻게 생성, 공급, 저장, 통합 및 
공유되는가? 이와 관련한 규정, 절차, 가이드 및 거
버넌스를 추적하는 지표들은 무엇이 있는가?

기술: 성공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기 위
해 필요한 기술 및 데이터 설계 구조는 무엇인가?

투명하게 운영되며 강제성을 가진 거버넌스 구조를 통

투명하게 운영되며 강제성을 가진 거

버넌스 구조를 통해 전체 재무 데이터 
요소 간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며, 데

이터의 중복을 제한하고 기존 
데이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

거나 변화를 가하고자 할 때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수렵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거버넌스를 통해 기업은 
사용자의 편의를 높

일 수 있는 잘 정립

된 데이터를 보유

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 요소

단기적 요소

• 전략적인 방향, 우선순위 및 금전적 지원 제공

• 조직 내 목표 설정 및 성과 측정을 통하여 
• 데이터 소유자의 책임 강조

• 마스터 데이터가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마스터 
데이터와 필수 요건들이 일치함을 확인

• SLA와 데이터 질적 요건 및 지표 마련 

• 데이터 소유자 책임 강조

• 데이터 전략 검토 및 강조

• 스튜어드십을 통한 데이터 통제 
• 마스터 데이터 정책, 업무 프로세스 및 규정에 대한 의견 개

진, 문서화 및 실행

• 마스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교육 
• 데이터 질적 요건 강조 및 점검 지표를 통해 프로세스 개선

• 데이터와 관련하여 수립된 규정, 정책, 프로세스 이행 및 유지 
• 데이터가 최종 사용자 수준에서 활용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

데이터 관리 조직

(기업 데이터)

사업 조직

(생성 절차가

분명히 정해진 데이터)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

데이터 소유자

그림 3

견고한 거버넌스 모델의 구성 요소

총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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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사항

재무 데이터 전략, 기업 정보 모델, 데이터 거버넌스

를 수립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하라

ERP 시스템이 M&A나 조직 개편과 같은 상
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민해보아야 한다. 

보고 요건을 고려하라

기업 정보 모델이 모든 재무, 관리, 규제, 세
무 보고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프로젝트 팀을 적절하게 구성하라

회계부서, 외부 공시, FP&A, 사업부 별 재무

부서, 세무부서 및 관련된 이해 관계자를 포
함하여 팀을 구성해야 한다. 

벤더사의 경험을 활용하라

ERP 벤더사들은 향후 시스템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현한 재무 아

키텍쳐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활
용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도움

이 될 수 있다. 

시스템 통합 수준을 확인하라 
업스트림(upstream) 시스템이 데이터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다운스트림(down- 
stream)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재무 정보를 수신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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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뛰어넘는 변화의 속도

다양한 부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각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심 디지털 기술을 재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대규모의 ERP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ERP 프로젝트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 

데이터 관리 솔루션과 기술은 급격한 진화를 거듭하

고 있다. 특히 재무 부서가 겪어온 데이터 관련 문제들

을 과거에는 수년에 걸쳐 해결해왔다면 이제는 단 몇 개
월만에 해결이 가능해졌다. 아쉽게도 단번에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디지털 기반의 재무적 
역량을 활용한다면 예상보다는 훨씬 단기간에 문제 해
결이 가능할 것이다.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기술, 향상된 분석 역량 등을 
활용한 신기술을 통해 대규모의 투자나 전사 수준의 프
로젝트를 거치지 않아도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의 해결이 가능하다.

사실, 그러한 기술들은 이미 전사 수준의 예측, 계정 
조정의 자동화, 리포팅 단순화, 고객 및 재무 인사이트 
도출 등을 개선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

털 재무 전환과 관련된 원가, 공수, 리스크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만약 데이터의 질적 측면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각 시스템간 연동성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느껴

진다면 새로운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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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데이터 홍수에서 살아남기

나날이 기업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재무팀은 데이터를 통해 사업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무수한 인사이

트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매일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

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터 쓰나미(Data tsunami)’라 칭하고자 한다. 물
밀듯이 밀려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각 기업들은 이를 수
집하고, 처리하고,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혹은 재무 데
이터 저장소 구축, 리포팅 체계 일원화,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역량 양성 등
의 조치를 취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ERP로의 전환은 이러한 조치가 확산되는 촉매로 작
용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들은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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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재무 부문은 데이터의 가치와 재무 데이터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업 비용, 공수, 
리스크를 절감 등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다음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무팀이 기
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예시이다. 

엑셀 스프레드 시트와 직관에 의
존하던 방식에서 자동화 및 분석 
기반의 방식으로의 전환

내부 및 외부의 데이터 필요를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통한 통합 클라우드 계획 시스템

전사 수준에서 데이터 분류 및 
세분화 절차의 통일성 확보

재무 계획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관리, 재

무, 감독 관점의 보고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장부 기록의 추적 가능성 및 감

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업

무 흐름의 일원화 및 계정조정의 
자동화

예외 항목 및 리스크 식별을 위

해 머신러닝을 활용한 향상된 분
석 기법 도입

운영 관리

각 사업부, 지역, 원천 데이터 시
스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식별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베이스의 
데이터 단계화를 통해 인사이트

를 도출하여 ERP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에서 데이터 추출이 가능

한 기반 마련

다양한 정보 사이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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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하라

디지털 기술의 진화는 CFO에게 하여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현재 재무 부서에

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베이스의 
설계 환경을 통해 데이터를 빠르게 응집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향상된 분석 기술을 통해서는 다양한 플랫

폼에 존재하는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하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통제 및 리스크 모니터링에 활용하여 실
시간으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다. 

다음은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재무 및 IT가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다양한 기술을 활용,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예시들이다. 

즉, 디지털 및 기술은 재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사업의 가치를 향
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복약정보 및 보험계약 데이터와 영수 및 구매 내역을 연동하여 지출 패턴에 대한 인사

이트 획득
헬스케어

정량적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 성과, 거시경제적 상황, 기업 내부 상황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이해 향상

금융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마케팅 지출 및 매출 실적 데이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획득하

여 보다 정교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
소비재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기업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실제 수익성을 견인하는 요
소에 대한 확인

자산관리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지급결제 자동화가 필요한 부
분에 대한 식별

지급결제

코그엑스(CogX)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엔지니어의 설계도를 엑셀에 저장하고, 이
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

우주항공

데이터의 품질과 관련된 쿼리를 직접적으로 코그니스튜어드™ (CogniSteward™)에 
심고,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M&A에 대비한 통합 데이터 분석, 매칭, 통합 실행

에너지

분산 매트릭스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15분에서 12주까지 데이터 중단의 영향을 시뮬레

이션한다. 이를 통해 12초에서 18초 사이에 발생하는 실제 시청률 예측 가능
케이블

코그니스튜어드™ (CogniSteward™)를 통해 전 시스템에 걸쳐 고객 데이터를 통합 가
능하며, 머신러닝 기반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중복되는 고객을 식별 가능

식음업

코그니스튜어드™ (CogniSteward™) 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엑셀 및 타 원천에서 
발생한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대시보드 생성

자동차



Deloitte Insights

데이터 전략, 금융권의 생존 전략30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가?

최근 데이터 거버넌스 팀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였

다고 가정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매우 현명한 결
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인재는 수만개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확인하고, 난해한 데이터들을 올
바르게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제 당신의 팀은 이를 통해 지난 수년 간 엄청난 규모로 
복잡하게 누적되어 왔던 정보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

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인재는 매우 빠르게 정보를 
터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업무 초반에 약간의 가
이드만 준다면 독립적으로 빠르게 업무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인재이다. 심지어 매우 복잡한 사업부 매각 
관련 데이터 전략 수립의 업무가 주어졌을 때에는 이미 
데이터 분류 작업 및 기밀 정보에 대한 구분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 

이쯤에서 아마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새
로운 인재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은 일
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재무 조직에 막대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는 출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

에 과거에는 상당한 시간과 공수가 투입되어야 했던 데
이터 클렌징 및 프로파일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실현 가
능하게 한다. 

머신러닝을 통해 향상된 데이터 분류 및 클렌징 알고

리즘은 인간이 데이터 집합을 통해 어떠한 과정을 수행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학습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

하는 데 이러한 학습 내용을 적용하고, 동시에 데이터

를 정비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데이

터 간 연결 및 매핑과 관련된 제안을 함으로써 데이터

의 통합과 데이터 분석을 촉진하고, 새로운 재무적 인
사이트 도출을 이끌어낸다. 

즉,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단순히 절차상의 비용 절
감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재무팀이 보다 가치있

는 업무에 시간을 할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이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이점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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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및 ML을 사용한 데이터 관리 최적화

견고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은 모든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 착수에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을 채택한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위해 데이터 인프라 환경 개선”을 인공지능 기반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최
우선의 목표로 세운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1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시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복잡한 사업부 매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회
사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중 매각 예정인 
사업부에 이관할 것과 본사에서 보유할 데이

터를 구분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제점

생명과학 분야

식음업 분야

우주항공 및
방산 기술 분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소유권, 컨텐츠 및 
사용량에 따라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

류하고, 데이터를 “이관“ 및 “보유“로 구분한다. 
또한 민감한 정보는 별도 표시하여 관리한다.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해결 방안 

수차례의 기업 인수 절차를 거친 이후, 회사는 
기존 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던 고객과 신규로 
유입된 고객 중 중복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머신러닝으로 향상된 클러스터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데이터 베이스 전반에 걸쳐 중복되는 
정보를 식별한다. 정제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

는 시장 진출 전략과 마진 개선을 위한 방안들

을 새로이 구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인사이

트를 제공할 것이다.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항공기가 일정에 맞추

어 고객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재고 관리 프로

세스를 최적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1    State of AI in the Enterprise 3rd Edition, 딜로이트, 2020

다이나믹 알고리즘과 메트릭 시각화 기술을 
활용하여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품질 
문제 및 데이터의 불일치를 해결한다. 또한 머
신러닝 베이스의 통계 모델을 구축하여 데이

터 출력 유효성 검사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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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소개

중점항목  
재무 결산 자동화

목적

재무 결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프로세스 자동화

문제점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결산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가 수
립되었으나 다양한 ERP 환경의 데이터 원천 간 통합 결여

에 따라 재무팀이 직면한 부담이 가중된 상황

해결방안 
워크플로우 포털(workflow portal)을 도입하여 전반적

인 회계 결산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질적 향상 달성

효용

재무팀은 ERP 시스템과 워크플로우 포털(workflow portal)의 자동화된 플랫폼을 연결하였고, 해당 플랫

폼의 업무 흐름도, 시각화 기술, 자동화 역량을 활용하여 결산 주기 전반에 걸친 가시성을 확보하였다. 또
한 적시에 필요한 인력 활용, 수작업 최소화, 정보의 신빙성 확대를 위해 결산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위한 
중앙화된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리스크 감소

• 데이터 검증, 수정 및 다양성 개선

• 신속하게 비정상적인 데이터 감지 

• 감사 증적(Audit Trail)의 저장이 

수반되는 통제 모니터링 자동화

효율성 확대

• 공수 투입 없이도 직접적으로 데

이터로부터 장부 기록 가능

• 플랫폼 내에서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른 이메일 전송량의 감소 

• 사용하는 플랫폼을 단일화화여 각 

시스템 간 수동으로 이동해야 하

는 번거로움 감소

결산 속도 증가 
• 전반적인 회계 결산을 단일화된 

플랫폼에서 수행하고 실시간의 추

적이 가능해짐으로써 즉각적인 업

무 흐름의 관리 가능 

• 업무 지연의 발생이 감소하고 선

제적으로 문제에 대응 가능 

•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강화된 통합 

역량 확보

글로벌 통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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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글로벌 은행 기관이 기업 데이터 저장소를 통해 전세계에 혼재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경영진 정보 및 보고 절차

를 자동화한 방식에 대한 예시이다. 

중점항목  
고객 분석

목적

핵심 사업 부문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재무 결과 및 고
객으로부터의 수익 산출

문제점

운영상의 복잡함, 시스템 한계, 글로벌 수준의 보고 역량

과 관련된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

해결방안 
글로벌 내 주요 지역에 대한 핵심 지표 추적을 자동화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하고, 모든 주요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솔루션 정립 

효용

다양한 시스템이 활용되고 이를 아우르는 동일한 형식의 통합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역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데이터와 지표는 각 시장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개별 리포트 간의 일
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때때로 부정확한 정보가 나타남으로

써 경영진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은행 기관은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순위 정립

•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핵

심 지표 선정 

• 전 국가에 걸쳐 통일된 핵심 지

표에 대한 정의 

데이터 셋(data set) 확립 
• 중앙화된 데이터의 정의와 로직

을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및 로컬 

마켓 원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

터를 확보

• 정형화된 전환 로직을 적용하여 

필요한 데이터 셋 마련

역량확보 
• 전 과정에 걸쳐 데이터 품질과 거

버넌스 체계 확립

• 정형화 및 자동화를 통해 산출값

의 정확성 향상

•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

재 존재하는 데이터 체계의 확대

글로벌 은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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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글로벌 제조사가 전략적인 의사 결정의 속도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수집 절차를 혁신한 예시를 설명

한다. 

효용

다양한 사업부의 실적을 비교하고 수익의 실제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 수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재무 부
서는 마침내 데이터 수집, 저장, 보고 시스템을 점검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회사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사보다 먼저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추진하고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효용을 얻게 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원활한 데이터 흐름

•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전 사업부

에 걸쳐 일관된 데이터 수집 가능

• 머신러닝에 기반한 데이터 품질 

검증 및 통제를 통해 CFO의 주요 

우려 사항들을 해소

향상된 분석기술

• 모든 비용 배부 및 수익성 분석 절

차를 최소 월 단위로 수행 가능

• 수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투입되는 공수를 상당수 감소시

킴으로써 분석에 더욱 많은 시간 

할당 가능

신속한 대응

• 향상된 데이터 세분화 및 정확도

를 통해 예상 및 예측 모델 개선 

• 실시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역량 확보

중점항목  
의사결정 지원

목적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을 목표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익성 평가

를 수행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데이터 통합 및 전환의 속도 향상 

문제점

재무팀은 세분화된 수준에서 사업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

고, 보고하며 예측하는 것에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부 데
이터에서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회사의 보고 프로세스가 느려지

고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었다. 

해결방안 
최신식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기업 데이터 저장소와 보관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

고,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었다. 

글로벌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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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서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준비가 되었다면, 현재 활용중인 시스템에서

부터 시작해라. 자동화 도달, 데이터의 생성 및 전달, 소비 방법을 개선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것이

다. 다음의 6개의 절차를 따르다 보면 어느 새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라.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어떤 지표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결과 뿐 아니라 임직원, 고객, 상품, 시장 상황 등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고려가 필요하다. 

1

2

3

4

5

6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정하고, 분석하고 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라. 

실시간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획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수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중요한 결과값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간의 연
관성을 터득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양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10 이내가 적당할 것이다. 데이터 자동화를 
이루고 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더욱 많은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과 의견을 통일하라. 

무엇이 측정되어야 하며, 어떻게 각 요소가 정의되어야 하는지,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지, 책임 소지가 어디에 존재하

는지, 어떤 사업상의 필수 요소들이 이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모든 핵심 인력 간의 의견 통일이 필요하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종종 이루어지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생태계를 마련하라. 

데이터 피드의 자동화, 데이터 셋 통합, 셀프 서비스 역량 마련, 인사이트 기반의 의사 결정을 위한 새로운 툴 도입 등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즈니스의 가치와 시스템 도입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통제 가능한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특정 시장 혹은 사업부에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프로토타입을 마
련한 후 각 부서로부터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대상자들이 이러한 
절차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인재 역량을 확보하라.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은 데이터를 통한 스토리텔링, 향상된 분석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같은 새롭거나 향상된 인재 역량을 요할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
재를 확보할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가시성이 확보되면 각기 다른 시장에서 다양한 시도에 도전해라.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일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로 인해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사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을 도입하였을 때의 비용이 보다 클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상쇄될 것이다. 

데이터를 향상시킬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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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
데이터 원천을 개선하고 통합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다른 기업의 경험에서 비롯하여 도출한 
것들이다. 

목표를 정립하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하고,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명확히 정립된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를 테스트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만일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신속하게 수정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여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고객에게 집중하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용자들의 개입을 만들어 새로운 역량이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함을 확인하라.

도입을 적극 홍보하라

새로운 솔루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 방식을 논의하라

새로운 역할, 프로세스, 업무 방식, 도입 이후에 필요한 역량 정립에 대해 핵심 인력들과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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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의 시발점은 올바른 
데이터의 활용이다. 또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RPA 등을 활용한 새
로운 기술들은 데이터 관리 자동화와 데이터의 질적 측면을 매우 빠르게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효용을 얻기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할 필요도, 막대한 자원을 수년간 투입할 
필요도 없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해보며, 여러 기간

에 걸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 해야 한다. 작은 것
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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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이 데이터 전략과
관련해 우리에게 남긴
7가지 교훈
정부기관이 데이터에서 추출하는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법

04
Mark Urbanczyk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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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각국의 정부 기관이 COVID-19의 영향에 맞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팬데믹 이후에도 정부기관

의 데이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여러가지의 주요 요소들이 등장하였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데이터는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정부기

관이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

한 행태는 아니다. 직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객관적으

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수십년간 지속되

어 왔다.1 현재의 COVID-19 위기 상황 또한 예외는 아
니다. 정부기관은 재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에 
대응했고 국민, 정부기관, 경제 상황에 바이러스가 미치

는 영향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데이터, 분

석, 신기술은 여행 금지, 등교 제한, 자가격리 조치, 바이

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과 같은 정
부 기관이 시행하는 제한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

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는 경제 활성화 정책, 도
시 봉쇄 조치 완화, 공공 보건 강화 등 다양한 것들과 관
련된 정책 결정에도 일조하였다.2 이러한 경험은 정부 
기관이 주요 데이터 활용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데이터 수집, 파기, 제공부터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된 다음의 7가지 교
훈들을 터득하게 되었다. 

회복탄력성 (resilience)를 갖추기 위해 실시

간의 데이터 수집은 필수적이다.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의 시각화가 매우 중요

하다.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는 유용한 재원으로 
탈바꿈한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데이터 전략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정책 
없이는 무효하다.

데이터 공유는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의
사결정 절차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상기의 핵심 사항들이 팬데믹을 이겨내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데이터 전략과 관련하

여 정부 기관이 사고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1  Mahesh Kelkar et al., Mission analytics: Data-driven decision making in government, Deloitte University Press,  2016.
2 Gabriel Wainer, “Predicting possible outcomes to coronavirus and other pandemics with models and  simulations,” The 
 Conversation, April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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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VID-19이 데이터 전략과 관련해 우리에게 남긴 7가지 교훈

회복탄력성(resilience)를 갖추기 위해 실시간의 데이터 수집은 필수적이다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의 시각화가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공유는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는 유용한 재원으로 탈바꿈한다.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의 시각화가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전략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정책 없이는 무효하다

데이터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 신속하게 대응하라
• 예측 모델을 활용하라
• 데이터가 발생하는 패턴을 파악하라

• 데이터를 보여주고 소통하라
• 시각화는 간단하게, 그러나 효율적이게
• 이용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라

• 데이터 공유의 장벽을 허물어라
•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성하라
• 시민의 참여와 공동 개발을 촉진하라

• 혁신을 이끌어라
• 새로운 동맹 체계를 구축하라

• 데이터 소유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라
• 데이터 거버넌스에 투명성을 더하라

• 체계적인 설계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 
• 데이터 보호 연맹을 구축하라 

• 포괄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라
• 상호 운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라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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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실시

간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화하였다.3 이러한 접

근 방식은 활용 가능한 경제 및 보건 데이터를 통해 바

이러스의 전파를 추적하고 모델링하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병상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뉴노멀(new 

normal)로 나아가는 길을 탄탄히 닦는 것에 기여한다. 

실시간(real-time) 또는 “초고속(high-velocity)” 데

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속하게 대응하라

정부기관은 팬데믹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빠르

게 변화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대만의 경우, 

신속성, 공정성, 재미라는 3가지의 핵심 사항에 초점을 

둔 디지털 민주주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COVID-19의 

전파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일부 국가는 발발 초기 시점

인 2019년 12월부터 우한에서 입국한 탑승객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였다. 

태국에서는 2003년 사스(SARS) 발병 이후 설립된 

중앙 전염병 통제 센터(CECC)를 가동하여 COVID-19

의 확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또한 마스

크의 수급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6,000개에 달

하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수량을 매 30초마다 업

데이트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상에 존재하는 거짓 정보 확산에 빠르게 대

응하였다.4 이러한 솔루션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백만명 

당 45명 정도의 낮은 감염자 비율을 유지하게 하는 것

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5

예측 모델을 활용하라

정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들은 바이러스 전파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

하 국립 생물학 방위 분석 대응센터는 물체 표면에서 바

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기간을 측정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상대습도, UV 지수, 기온과 같

은 환경적 요소들과 결합되었을 때 바이러스의 소멸 기

간을 측정하는 온라인 계산기를 개발하기도 하였다.6

데이터가 발생하는 패턴을 파악하라 

인공지능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을 통해 변화

의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연구원들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조 변화를 추적하

는 것을 돕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은 혁신적인 COVID-19 

유전자 분류 솔루션을 개발했다.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에서 제공하는 COVID-19 데이터를 활용하여, 솔

루션은 개별 병원이 보유한 데이터와 글로벌 샘플 데이터

를 비교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수일

의 시간이 걸리곤 했던 반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다면 단 몇 분만에 비교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결과값은 

팬데믹 및 바이러스의 유전적 패턴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된다.7

실시간 데이터 접근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디지

털 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을 아

직 추진하지 않은 곳이라면 이러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8

회복탄력성 (resilience)를 갖추기 위해 
실시간의 데이터 수집은 필수적이다

01

3  William D. Eggers et al.,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Deloitte Insights, April 16, 2020..
4 Apple Podcasts, “How Taiwan used digital tools to solve the pandemic with Audrey Tang,” The TED Interview,  June 1, 
 2020.
5 Dark Daily, “Taiwan’s containment of COVID-19 outbreak demonstrates importance of rapid response,  including fast 
 access to clinical laboratory tests,” March 23, 2020.
6 Global Biodefense, “DHS launches new modeling tool for predicting SARS-CoV-2 virus stability indoors,” 
 May  23, 2020;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stimated airborne decay of SARS-CoV-2 (virus that causes 
 COVID-19),” accessed August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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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화의  기본  원칙을  활용하여  정부기

관 및 다른 기관들은 COVID-19 관련 데이터를 쉽

게 풀어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9 

COVID-19 상황을 통해 시각화가 잘 된 정보의 전파

력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경험하였다. 좋은 

예시로는 “확진자 증가세를 낮추어 대응하는 “플래트

닝 커브 (Flattening Curve)”10,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COVID-19 추적 시스템11, 워싱턴 포스트의 기간 경과

에 따른 전파를 움직이는 점으로 나타내는 시뮬레이터 

등이 있다 (그림 2).12 COVID-19에 대응하는 주요 예시

들의 대다수가 연관 데이터를 시각화한 경우에서 나타

났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소통하라

인간의 뇌는 문자보다 이미지를 60,000배 이상 빠르

게 인식한다.13 이는 곧 지도상에 표시한 데이터가 스프

레드 시트 상에 나타나는 숫자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갖

는다는 것이다. 워싱턴주의 보건

부는 일반 시민 및 정부 관료들

의 COVID-19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COVID-19과 관

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시각화 

도구 및 지표를 활용하여 웹사

이트에 고시하였다.14

시각화는 간단하게, 그러나 효율적이게

정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공시한 데이터는 

반드시 최종 사용자를 고려한 상태에서 형성되어야 한

다. 데이터는 단순하면서 이해하기 쉬워야 하지만 강력

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라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의 목적은 의사결정 

과정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용자들이 각 국가 및 지역별 현황을 동일한 그래프 내

에서 비교하고, 사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팬데믹 현황판이 제공되어야 한다. 

COVID-19 의료 연합이 제공하는 COVID-19 의사결정 

지원 대시보드는 대규모의 중요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지표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정부 및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략을 재구성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각 지

역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의 효과 변화를 확

인하여 각종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을 주

기 위해 원하는 지역별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15  데이터의 가치

는 데이터 자체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메시지, 의사결정 사항, 조치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의 시각화가 매우 중요하다02

7 University Health Network, “AI scientist develops platform to track changes in genetic structure of 
 COVID-19  virus,” Medical Xpress, June 15, 2020.
8 Nadun Muthukumarana and Costi Perricos, “Navigating the new normal with data driven decision making,”  Deloitte, 
 2020.
9 Tableau, “Stephen Few on Data Visualization: 8 Core Principles,” accessed August 11, 2020.
10 Siobhan Roberts, “Flattening the coronavirus curve,” New York Times, March 27, 2020.
11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 Coronavirus Resource Center “Global map,” accessed August 11, 2020.
12 Amanda Makulec, “Move over, data visualization. The era of ‘data simulation’ is here,” Fast Company, June 1,  2020.
13 William D. Eggers and Amrita Datar, Connecting data to residents through data storytelling, Deloitte Insights, May  29,  
 2018.
14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New dashboards make COVID-19 data visual,” press release, April 3,  2020.
15 COVID-19 Healthcare Coalition, “COVID-19 Healthcare Coalition launches COVID-19 decision support  dashboard,” Ne- 
 wswise, May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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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의 시각화가 매우 중요하다

확진자 증가세를 낮추어 대응하는

“플래트닝 커브 
(Flattening Curve)”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COVID-19 추적 시스템 

워싱턴 포스트의 
시뮬레이터

출처: William D. Eggers et al.,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딜로이트 분석, April 16, 2020; Johns Hopkins  University 
Coronavirus Resource Center, “Global map,” accessed September 2, 2020; Harry Stevens, “Why outbreaks like  coronavirus 
spread exponentially, and how to ‘flatten the curve,’” Washington Post, March 14, 2020.

데이터 시각화의 모범 사례

수용가능병상

방역수칙존재

확진자수

방역수칙부재상태
향상된의료제도존재

최초발병이후기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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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해 클라우드의 중요성 또한 급부상하

였다. 다양한 국가의 정부기관은 재택근무, 중요한 작

업 중 네트워크 오류 예방,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실시

간의 데이터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단시간에 클라

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했다. 가상 환경으로

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

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한 이유로 정부기관은 팬데믹으로 인한 클라우

드 사용이 증가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혁신을 이끌어라

미국 국방부는 필요시 COVID -19 

감염환자를 전국의 군인병원에서 모

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가상 중환자

실" 을 구축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건강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격으로 연결된 가상의 중환자실에서 로

컬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의 도움으로 환자

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16

새로운 동맹 체계를 구축하라 

클라우드 베이스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전반적인 정보 공유 및 연결성의 확대를 불러왔다. 글

로벌 리더십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퓨쳐 소사이어티 (The 

Future Society), 스탠포드 대학교의 인간중심 인공지

능 연구소(HAI) 및 유네스코를 포함한 조직이 협업하여 

전 세계의 팬데믹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17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는 유용한 재원으로 탈바꿈한다03

16  Susan Miller, “DOD’s plan for ‘virtual critical care wards’ for COVID-19 patients,” Defense Systems, 
 April 22,  2020.
17 The Future Society, “New global alliance takes on complex COVID-19 data,” PR Newswire, July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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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은 데이터 이용 관련 우려와 데이터 거버넌스

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이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데

이터 소유권과 투명성을 명확히 정립한 견고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데이터 소유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라

데이터 통제 및 소유권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79%에 이르는 개인이 자신

의 데이터가 공유될 때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8 데이터의 목적, 관리자, 데이터 수집 시기 및 보

관 기간을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도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윤리적이

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국

민 보건 서비스 (NHS), 보건복지부, 잉글랜드의 NHS 및 

NHS 개선팀은 데이터 수집의 목적, 데이터 공유 범위,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간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정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19

데이터 거버넌스에 투명성을 더하라 

투명성은 신뢰를 높이고, 제도 이행을 도와주는 요소

이다. 

싱 가 포 르  정 부 가  대 면  접 촉 을  추 적 하 는  앱 인 

TraceTogether를 출시하였을 때, 이들은 활용된 로

직, 코드,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또한, 공공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앱을 구상하는 데 기반이 된 

사항들, 프로토콜, 코드 베이스에 대한 정부 프리핑 및 

리포트가 배포되기도 하였다.20

“필요에 의해 구축된" 시스템은 수집되고 이용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수집된 

정보와 이용되는 정보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이 공유하고자 하

는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고, 각기 다른 기관의 필요

에 따라 공유하는 정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대의를 위해 개인 정보 공유에 보

다 열린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21

18 Cameron F. Kerry and John B. Morris, “Why data ownership is the wrong approach to protecting priva 
 cy,”  Brookings, June 26, 2019.
19 NHS England, “NHS COVID-19 Data Store,” accessed September 9, 2020.
20 Satchit Balsari , Caroline Buckee, and Tarun Khanna, “Which Covid-19 data can you trust?,” Harvard 
 Business  Review, May 8, 2020.
21 Deloitte & Ryerson University, “Privacy by design: Setting a new standard for privacy certification,” access 
 ed August 11, 2020.
22 Interpol, “Interpol report shows alarming rate of cyberattacks during COVID-19,” August 4, 2020.
23 MonsterCloud, “Top Cyber security experts report: 4,000 cyber attacks a day since covid-19 pandemic,” 
 PR  Newswire, August 11, 2020.
24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Public embraces email reporting service created after spike in coro 
 navirus-  related scams,” April 22, 2020.
25 Piyush Pandey et al., Making smart cities cybersecure: Ways to address distinct risks in an increasingly 
 connected  urban future, Deloitte Insights, April 11, 2019.
26 Russell Brandom and Adi Robertson, “Apple and Google are building a coronavirus tracking system  
 into iOS  and Android,” The Verge, April 10, 2020.
27 Jens-Henrik Jeppesen and Pasquale Esposito, “COVID-19: European data collection and contact tracing 
 measures,”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April 29, 2020.

데이터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하다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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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 데

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20년 초 팬

데믹이 발발한 이후, 정부기관, 의료기관 및 일반 시민

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침해, 피싱 스캠, 랜섬웨어 공격 

및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2 FBI에 보고된 사이버 

공격 건수는 COVID-19 초반 대비 400% 가량 증가하

였다.23 지난 4월,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보고하는 시스

템을 새로 도입한 첫날 영국 국가보안센터는 83건의 피

싱 사례를 적발하였다.24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는 정부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체계적인 설계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 

개인정보보호는 COVID-19 이후의 세계에서 데이터 

전략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체계적인 설계를 기반

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은 기술, 프로세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정보를 총체적으로 보

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5

예를 들어, 앱에 내장된 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해 데이

터를 수집하되 미국 보건 당국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통

제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협력하였다.

정보보호는 데이터 익명화, 신원 보호를 위한 사이클

릭 키(cyclic keys, 정적(static)을 대체) 활용, 클라우드 

환경에 데이터 업로드 전 명시적으로 데이터 공유에 대

한 사용자 동의 획득과 같은 절차를 포함한다.26

설계 구조 기반의 정보보호라는 개념은 개인정보 보

호를 기술, 프로세스 및 기반구조 설계에 사전 통합

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집합 내의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 제거 또는 

교체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

인 접근 방식이다. 

벨기에에서는 휴대기기에 저장된 장소 정보를 건강 

정보와 결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 집합을 생성, 정부의 

COVID-19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27

데이터 보호 연맹을 구축하라

법적, 윤리적,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올

바른 입장을 유지하려면 정부, 시민 및 민간 부문의 지

속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민간 부분의 도움을 받아 유럽 데

이터 보호 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일반 시민

의 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개인 간 접촉을 추적하는 

앱을 개발하였다.28  여러 국가의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제

기관 인사 30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정보보호 기구는 정

부 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을 꾀하

기 위해 COVID-19 대응팀을 구성하였다.29

최근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

해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 정보보호와 관련된 강화된 

법제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다. 미국 의회는 

COVID-19과 관련하여 데이터 수집 시 제공자의 동

의를 얻고, 투명성을 높이며 데이터 활용의 제한 범

위를 마련하기 위해 2개의 연방 정보보호 법안인 응

급 상황에서의 공중보건 개인보호법 (Public Health 

Emergency Privacy Act) 및 COVID-19 소비자 데이

터 보호법(COVID-19 Consumer Data Protection 

Act)가 제정되었다.30

28 Anett Numa, “How do you trace Covid-19 while respecting privacy?,” E-estonia, April 2020.
29 Global Privacy Assembly, “Global Privacy Assembly launches COVID-19 taskforce,” May 27, 2020.
30 Adam Schwartz, “Two federal COVID-19 privacy bills: A good start and a misstep,”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May 28, 2020.

데이터 전략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정책 없이는 무효하다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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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데이터 공유 및 상호 운

용성 표준을 개선하게 하여 산업 분야 및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가속화되었고, 궁극적인 혁신이 촉진되었다. 

데이터 공유의 장벽을 허물어라

일부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팬데믹 상황이 종

료될 때 까지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보건 체계에 포함

되는 곳이라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보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법적 체

계를 따르고 있다.31 

이러한 조정을 통해 정부기관은 현재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극대화하고 미래에 대비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성하라

미국 국립보건원(US National Insti- 

tutes of Health)은 연구원들이 바이러스

의 양상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효과적으로 개

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 내 수많은 환

자들의 COVID-19 건강 기록을 저장하는 보

안된 중앙 데이터 저장소를 도입했다.

이 플랫폼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의

료 기록을 수집하고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도

록 데이터를 구성하고 표준화한다.32

시민의 참여와 공동 개발을 촉진하라

독일의 국가 질병 통제 센터가 개발한 스마트 앱은 시

민들이 자발적으로 심박수, 체온, 수면 패턴과 같은 정

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데이터는 익명화되어 증상

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보건업계 종사자

는 환자 거주지의 우편번호까지 추적이 가능하다.33 

대만 정부의 협업 플랫폼인 ‘vTaiwan’은 시민, 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 바이러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창구로 활용

되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던 실시간 마스크 판매 현황 

확인 어플이 바로 그 예시 중 하나이다.34

정부기관은 COVID-19 이후의 세상에서 보다 나은, 

정확한 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데이

터 수집을 활용하는 데 개방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나

타내야 한다. 

데이터 공유는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06

31 OECD,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April 14, 2020.
32 Mark Rockwell, “NIH creates central database for COVID-19,” FCW, June 17, 2020.
33 Douglas Busvine, “Germany launches smartwatch app to monitor coronavirus spread,” Reuters, April 7, 
 2020.
34 Andreas Kluth, “If we must build a surveillance state, let’s do it properly,” Bloomberg, April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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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

정 또한 유효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오류, 보고 불일치, 

완전성의 부족과 같이 기존에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

던 데이터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분석가 및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이들은 사람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함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와 관

련된 문제를 식별하고 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는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른 영

향을 미친다. 즉, 이는 백신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나 데이터 대시보드는 이러한 성별관련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35 데이터는 불평등적 요소

나 오류를 피하고 보다 나은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종, 나이, 민족, 성별, 주거 및 복지 현황 등을 포

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포괄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라

전염병 대응 정책이 포괄적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하

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 장애 포럼(European 

Disability Forum)의 구성원을 대응팀에 포함하여 도

시 재개방의 2단계를 설계했다.36 영국의 국가 통계청

은 보다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인구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사 양식을 보다 

포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통계청은 장애 인구, 각기 다

른 민족 구성원, 그리고 기타 인구 통계 데이터에 부가

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7

상호 운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라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오류를 

피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는 다양한 원천에

서 수집되어야 한다. 기존 및 신규 데이터 기준 활용하

여 데이터 분산도를 줄일 수 있기도 하다.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 

ces)은 많은 의료 기관이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

고하는 데 활용되는 기준이다. 2020년 5월, 전자 보

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FHIR 기준에 기반한 앱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솔루션

은 COVID-19 테스트 결과를 환자의 전자 의료 기록에 

추가하였으며 자동으로 이 결과가 국가 중앙 공공 보건 

부처로 보고된다.38

팬데믹은 다시 한번 데이터가 정부가 보유한 가장 중

요한 자산임을 증명하였다. 매우 풍부한 데이터가 존재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는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통합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전략을 

필요로 한다. 

본 고에서 살펴본 COVID-19 이 남긴 7가지 주요 교

훈을 통해 정부 기관은 하여금 기존의 데이터 전략을 수

정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35 Alisha Haridasani Gupta, “Does Covid-19 hit women and men differently? U.S. isn’t keeping track,” New 
 York  Times, April 3, 2020.
36 Rebecca Root, “How to ensure a disability-inclusive response to COVID-19,” Devex, May 7, 2020.
37 Kate Richards, “COVID-19 is hitting the poorest the hardest, but inclusive data can help protect them,”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May 21, 2020.
38 Neel V. Patel, “The US has no idea how to manage all the testing data it’s collecting,” MIT Technology 
 Review, May  7, 2020.

데이터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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