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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does big data provide big value?

BY JAMES GUSZCZA, DAVID STEIER, JOHN LUCKER,
VIVEKANAND GOPALKRISHNAN, AND HARVEY LEWIS

> ILLUSTRATION BY JON KRAUSE

“Beware of false knowledge; it is
more dangerous than ignorance.”
—George Bernard Shaw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은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빅데이터는 다르다.1 빅데이터는 경영의

혁명이다.2 빅데이터는 혁신, 경쟁, 생산

성을 위한 다음 단계의  개척분야이다.3

빅데이터는 과학적 방법을 진부화시킨다.4

THE SIGNAL AND TH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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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빅데이터가 비즈니스 매체와 문화 전반에서 왜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과학적 발전, 혁신적인 사회 변화는 모두 빅데이터가 가져온

가시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구글 번역기는 대규모의 자유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단어 연상을 이용하여, (예를 들면) 아이스랜드어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즉각 번역을 한다. 소셜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 기술의 진화와 발맞추어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직업 관계—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마케팅 관습—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정치 캠페인에서는 모금활동을 하고 유권자들을 결속시키며 잠재표를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소셜미디어의 힘을 이용한다. 기업은 고객에게 더 나은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플레이리스트, 뉴스피드(Newsfeeds), 넥스트 베스트 오퍼

(Next Best Offers), 그리고 항공기 티켓부터 연애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추천 엔진 등의 혁신적인 “데이터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행동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세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이 모든 혁신—그리고 앞으로도 무수히 생겨날 혁신—의

바탕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빅데이터를 

둘러싼 많은 의견들은, 조직의 데이터가 “빅데이터”이든 아니든, 애널리틱스 전략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조직에게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 빅데이터가

오늘날 중요한 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종종 과장된 표현과 혼란에 가려져 전략적 착오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는 빅데이터가 큰 이슈라는 사실을 넘어, 혼란 속에서

빅데이터의 본질을 찾아야 할 때이다. 

V IS FOR …

물론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링은 비즈니스에서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5 그 예로,

신용평가는 1950년 말 ENIAC(미국에서 만들어진 진공관식 컴퓨터) 시대에 시작되었고, 보험

계리인들은 오래 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험 가격을 책정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적정 수준의 지급준비금 적립, 보험 인수 및 손해사정 등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Michael Lewis의 Moneyball이 출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통계적 접근법은 환자 안전의 개선, 채용 결정의 개선, 양육비 미지급 방지 등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빅데이터에 대해서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일상의 대화에서의 “빅데이터”는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들에서 사용되는 세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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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 원천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인다.6 여기에서 “빅”은 “비즈니스 맥락에 따라 

풍부하고 세부적인, 그러면서도 실용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적고,

“정제된,”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여 스프레드시트 상에서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주류 학술

통계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소재가 되어온 데이터세트와 대비되어 “빅”이라고 표현된다. 이러한

정의는 구어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의 유용한 개념이다. 

보다 공식적으로는, “빅데이터”는 그 규모로 인해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와 분석 도구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데이터 원천을 말한다. 그 예로, 디지털 센서, 오디오 녹음 또는

비디오 녹화 기기, 모바일 컴퓨팅 기기, 인터넷 검색, 소셜네트워크와 미디어 기술 등으로부터

다량으로 끊임없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들 수 있다. Doug Laney가 이러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정의한 “Three V’s”라는 빅데이터의 개념이 오늘날 널리 수용되고 있다.7

• Volume: 여기서 “빅”은 테라바이트 또는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이는 MapReduce, Hadoop, NoSQL과 같은 고차원의 차세대 데이터 관리기술의 

사용을 촉진시켰다.8

• Variety: 빅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상의 수치, 즉 “정형화된 데이터”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인터넷 검색 로그파일, 트윗, 콜센터 통화기록, 텔레콤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 비디오, 사진 등으로부터의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데이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다중 구조적 본질로 인하여 빅데이터는 큰 규모, “혼재된”, 그리고 

“번잡한” 특성을 갖기도 한다.  

• Velocity: 빅데이터의 대부분은 센서, 웹 검색 로그, 실시간 전송, 모바일 기기 

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빅데이터가 차이가 있고 혁명적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빅데이터의 크기, 범위 및 

유동성이 너무나 방대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실시간 “우리에게 말을 해주듯”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Chris Anderson의 유명한

에세이 “The End of Theory: The Data Deluge Makes the Scientific Method Obsolete”

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다: 9

우리에게는 이제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한다.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로 인하여 “상관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델을 찾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지에

대한 가설 없이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보지 못한 거대한 컴퓨팅 클러스터에

수치를 넣고 통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과학이 찾을 수 없는 패턴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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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빅데이터 이전 시대에는 불완전한 데이터 표본이 갖는 내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학이 필요하였다. 통계학자와 과학자들은 제한된 데이터속에서 최소한

일관되거나 잘해야 이를 지지하는 조건부 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설을 세우고

표본을 선택하고 모델을 수립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날은 거의 완전한 표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로부터의 학습”

과정은, 통계학을 이용하여 불확실한 지식으로부터 배우거나 이를 계량화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이나 건축 디자인에서의 문제해결 과정에 가까워지고 있다. 

Anderson의 에세이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력적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게 될 이유로 인하여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다.

IS BIG DIFFERENT?

Fitzgerald: "e rich are different from you and me." 
Hemmingway: "Yes, they have more money." 

구글 번역기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널리 인용되고

있는 “The Unreasonable Effectiveness of Data”라는 제목의 기사10에서 구글 연구원인

Alon Halevy, Peter Norvig, 그리고 Fernando Pereira는 “야생에”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번역물에서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번역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접근법이 의미있는 이유는

데이터를 힘들게 정제하고 표본을 선택하고 연구하고 모델을 수립하는 기존 통계학 방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데이터의 규모와 완전성에 기반하여, 기존의 언어학 법칙과 복잡한

모델이 수행하였던 비효율적인 작업을 단어 연상이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Halevy, Norvig, 그리고 Pereira에 따르면: 

단순한 모델과 대용량의 데이터가 적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모델보다 반드시 효과적이다. 

… 현재의 통계적 번역 모델은 대부분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와 번역된 언어 간의 후보군을 

대규모로 저장하고 있는 구문 테이블에 기반하여 번역을 수행한다.

추천 엔진,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 마케팅 실험, 인터넷 검색 데이터를 이용한 독감 발생

예측이나 경제 동향의 실시간 보도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의가 가능하다. 거의 완전하고 

실시간이라는 속성 때문에 빅데이터는 혁신적인 데이터상품을 만들어내는 “비합리적으로 

효과적”(Halevy, Norvig, Pereira의 말을 빌리자면)인 힘이 된다.

한마디로, 왜라고 물어볼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충분히 좋은

대답이나, 결정 또는 추천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는 적절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처리된 빅데이터로부터 이를 얻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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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ATA SCIENCE IS A SCIENCE

"e whole of science is nothing more than a refinement of everyday thinking" 

—Albert Einstein

구글 번역기와 같은 빅데이터 상품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중요성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인식론적,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있다. 

첫째로, 근본적인 차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는 정보와 다르다. 데이터 그 자체로는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에 불과하다: 즉,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 상의 해석되지 않은 상징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세트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예로, Eminem의 뮤직비디오 하나가 전 세계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인슈타인의 저작을 모두 모은 것보다도 크다. 다른 예로, 휴가 때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찍은

흔한 스냅사진들이 “종의 기원” 저서보다도 더 많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한다. 

둘째, 미가공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바꾸는 데 필요한 기술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Chris Anderson이 제시한 시각과는 달리 이러한 기술은 본질적으로

과학적이며, 포괄적으로 “데이터과학”11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데이터과학은 통계학과

컴퓨터 공학,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전문 지식 등 모두의 결합이라고 

보아야 한다.12 이 용어는 선견지명이 있는 통계학자들이 만든 것으로, 그들은 데이터 규모가

커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와 상호작용하고 이를 시각화하고 계산하는 것이 진정한

통계학을 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13

데이터과학이 핵심인 비즈니스 프로젝트—다른 말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프로젝트—는 설계,

분석, 실행이라는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된다. 각각의 단계에는 비판적 사고, 과학적 판단,

창의성과 실용주의가 내재해 있다. 일반적으로, 각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자동화되거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맡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략과 설계: 아마도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조직이 갖는 의문이나 문제, 

전략적 과제 등을 이해하고(그리고 대개는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바른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해답이 틀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보다 낫다.”는 John Tukey의 유명한 슬로건은 이러한 

전략 주도 접근법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병원의 최고 의료책임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데이터 분석의 초점을 의료과실을 예방하는 데에 맞춰야 할까? 의료과실로 소송 당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를 찾아내는 데에 맞춰야 할까? 잠재적으로 진료이용률이 높은 환자들을 파악하는 



데에 맞춰야 할까? 치료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찾아내는 데에 맞춰야 할까?

진단과 치료 결정을 돕는 예측적인 접근법에 맞춰야 할까?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후에도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또는 예측 모델링 단계의 윤곽을 잡아야 하는

설계상의 과제가 남는다. 실제로 어떤 이슈를 어떤 순서로 다룰지 결정하는 데에는 상대적

타당성(Feasibility)에 관하여 숙련된 데이터 과학자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분석적 과정: 애널리틱스 프로젝트의 기술적

측면은 세 개의 분명한 단계로 구성된다:

데이터 정제와 준비, 데이터 분석, 그리고

검증. 각 단계는 판단을 요구하며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데이터가 뒤죽박죽이고 이질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통계적 프로그래밍(데이터를 통한

컴퓨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형태의 예로 스캔한 문서, 웹 로그, 전자 형식의 의료기록, 청구내역, 그리고 기타 거래

내역, 지리적 좌표, 오디오/비디오 스트림, 자유 형식의 비정형 텍스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단순히 프로그래밍 과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대량의 데이터가 정교한 모델보다 낫다는 Halevy, Norvig, Pereira의 주장처럼, 우리는 원천

데이터로부터 혁신적인 데이터 “특징” (또는 “합성변수”)를 만드는 것이 정교한 방법론보다 

애널리틱스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더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에는 없었던

설명적인 또는 예측적인 힘을 창조하는 것의 사례로서, 두 주소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 하나

이상의 공통 연관성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의 중심성(Social Network Centrality)을 계산하는

것, 행동 데이터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지만 숨어있는 

특성을 대신 나타내 줄 수 있는 색인변수(Index variables)를 만드는 것 등을 들 수 있다.14 즉,

데이터 분석의 특징 - 창출 (Feature Creation) 측면을 프로그래밍 작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창작 활동을 문서 작성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15

데이터 정제 후에는 데이터 연구, 분석 및 검증 작업이 이루어진다. 각 단계는 데이터 시각화,

통계학, 기계학습(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도구를 이용한 창조적인 과학탐구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애널리틱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많은 데이터세트에는 우리가 모델이나 분석을 통해 찾으려는 유의미한

“신호” 외에도 무작위 잡음, 잘못된 상관관계, 모호성, 중복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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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해답이 틀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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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가 절하된 까다로운 문제는 속칭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s)”라고 불려지고

있다. 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방 안에서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매우 많은 동전들이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동전에서—우연히—앞면 또는 뒷면이 너무 많이

나와 그 동전이 고도의 “통계적 유의성” 하에 편향된 동전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16

이는 사용된 동전이 실제로 다른 동전과 별 차이가 없고 동전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약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결과이다. 

의학, 약물검사,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을 “서류함 효과”라고 부른다. 중요하지

않은 (또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서류 함에

숨겨버리고 “유의미한” 결과만을 공표하는

식의 기계적인 접근법은 시간이 지나면 번복될

수 있는 거짓된 결과를 도출한다.17 앞에 보여준

xkcd 만화는 이 문제를 해학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18

이는 다양한 데이터의 차원과 관계를 다루는

여느 대규모 분석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흥미로운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무작위로 

대입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시대에는 특히 중요해진다. 또한 다음에 

논하겠지만 이러한 긍정오류(False Positives)에 대한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복수 비교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점은 데이터과학을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로부터 무작위 대입

방식을 통해 패턴을 추출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이유들은

뒤에 실려있는 "Putting the Science in Data Science."에서 찾을 수 있다.  

비즈니스 실행: 통계학자인 George Box는 “모든 모델은 틀리지만 그 중 일부는 유용하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말은 모델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에 상식과 전문적인 판단을 더하여 결론을

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순수 빅데이터를 적용할 때에도 종종 해당된다. 예를 들어

Jim이라는 사람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Jim은

번역기의 다양한 실수를 고칠 수 있고 2인칭 대명사의 경우 문어체인 vous를 구어체인 tu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프랑스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책이나 영화를

추천 받는 경우 협력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알고리즘이 유용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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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공학에서 유명한 모토 중 

하나는 GIGO(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투입하면 

쓰레기가 산출된다)이다. 신생 분야인

데이터 과학에서의 모토는 NIINO

(No Insight in, None out, 통찰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일 것임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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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상의 사례에서는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모델에서 도출되는 결과(번역이나 추천)와 

경험에 기반한 판단(정확한 번역이나 우리가 향유하게 될 것에 대한 사전적 믿음)을 결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같이 리스크가 높은 경우, 즉, 모델을 이용하여 의학적

진단, 직원채용 시 신원조회, 채권등급 평가, 사기 조사, 대출 또는 보험 인수 심사 등과 같은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모델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전문적인 판단을 결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리스크 관리 문제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20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슈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분석적 과정을 이끄는 데이터과학자가 분석이나 모델의 가정과

한계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다.21 이는 데이터과학을 순전히 프로그래밍이나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규정하지 말아야 하고, 빅데이터를 상황과 상관없이 신뢰성 있는 예측을 도출하는

자동화된 소스로 단정짓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수행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과정에는 데이터과학자들—즉 사람들—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시작하기에는, 적절한 데이터가 “3V의 의미에서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많은 것이 오픈소스 통계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전문 지식과 과학적 판단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컴퓨터 공학에서 유명한 모토 중 하나는 GIGO(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투입하면

쓰레기가 산출된다)이다. 신생 분야인 데이터 과학에서의 모토는 NIINO(No Insight In, None

Out, 통찰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WHAT HAPENS IN VAGUENESS STAYS IN VAGUENESS

경제 신문이나 블로그 상의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들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분야에는 다양한 학문이 결합되어 있고 “빅데이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데이터

과학” 등의 용어는 쓰는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22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통계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개념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심리학에서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통계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정보가 없는 데이터에서 거짓정보를 찾고, 허술한 통계학적 증거로

조차 지지되지 않는 인과관계를 고집하고, 개별 사례의 확률을 계산할 때 모집단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고, “무작위성에 쉽게 속는” 경향이 있다.23 빅데이터에 대한 오해의

말들이 많아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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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TING THE SCIENCE IN DATA SCIENCE

(OR, THOSE WHO IGNORE STAT ISTICS ARE
CONDEMNED TO REINVENT IT.)24

일반적으로 정보는 데이터와 다르고, 원천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정확한 정보라는 섬을 추출할 수

있는 자동적이고 순수한 알고리즘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에는 전문 지식,

창의성, 비판적 사고, 통계적 사고에 대한 이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프로그래밍하는 능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이론과 올바른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는 “무작위성에 쉽게 속는” 인간의 본성을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 데이터 규모의 증가는, 과학적 방법을 진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과학을 여러

조직의 전략적 핵심 역량으로 만들고 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가 너무 적은 패턴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똑같은 데이터에 다양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고 그로부터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관련 사례로 여러 

보험증권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유가

증권 포트폴리오의 VaR(Value at Risk)를 

계산하거나, 광고 캠페인이나 인적자원 정

책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금융시계열을 

분석하거나,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데이터가 많으면 유용한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데이터가 주도하는

(Data Driven)”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데이터 분석의 과학적 원칙들을

창의적이고 판단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이러한 활동의 동력이 된다. “빅”데이터이든

아니든, 데이터는 과정을 이끄는 동력이

아니라 투입물에 불과하다.    

•합성 데이터 특징(Synthetic Data 

Features)을 만들 때 인간의 창의성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 예로 체질량지수,

소셜네트워크 중심성, 물리적 주소간의

거리, 직원 성과에 대한 복합척도, 관찰

불가능한 잠재 특성에 대한 대용변수를

들 수 있다. 데이터는 원재료이지, 자동적으로

통찰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아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은 패턴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세트에는 “신호”와 “잡음”이 섞여 

있고 다수의 빅데이터 소스의 경우 신호

대 잡음비가 낮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Vagueness(모호성)”라는 네 번째 “V”가 

도출되기도 한다. 잡음에서 신호를 걸러내는

통계학과 기계학습 기술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은 본질적으로

판단이 개입되는 과정을 수월하게 만드는 

도구로 인식될 뿐이다. 그 예로 어떤 변수와

변수간 상호작용을 모델에 포함해야 할지를

결정하거나,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다양한 

이유에서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낮출지를 

결정하거나, 변수간의 선형 또는 비선형 

관계로 보이는 것이 실제인지 허구인지 

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다중 비교”의 문제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더 많은 

연관관계를 시험할수록 유의미해 보이는 

패턴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계학의 기본 사실로 

간주되는데, 데이터세트가 커지고 혼잡해

질수록 문제가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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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세트가 불필요하게 크다. 

•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요약 

통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동전 던지기를 반복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항과정(Binomial 

Process)을 가정하면, 다음 번에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에 대한 정보는 두 개의 

숫자(총 시행 횟수와 앞면이 나온 횟수)만

가지고 알 수 있으며 두 개의 숫자에는 

개별 시행에 대한 모든 결과값과 앞면이 

나올 확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내포

되어 있다.

•점수와 종합지수(신용점수, 소셜미디어 

감성 점수, 라이프스타일 군집)은 수백 

개의 데이터 요소들을 몇 개의 숫자로 

줄일 수 있다. 

• 신중하게 추출된 소규모 표본은 종종 

“혼잡한” 대규모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양과 같은 수준의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빅데이터세트가 너무 작다. 

•통계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 중 

하나는 “차원의 저주”이다. 많은 경우,

관련된 차원의 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또는

드문 “결과” 변수(사기나 일회성 구매와

같은)로 인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조차도 분석용으로 “부족”하다.

그 사례로 마케팅 연구자가 수백 개의

상품 중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소량만 판매된 데이터세트에 직면하거나, 

보험계리인이 다양한 직종과 지역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직 

과실배상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하거나,

유전학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환자

들을 대상으로 수천 개의 유전자 조합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편향된 표본추출 프레임: 1936년에 Literary

Digest라는 주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백만 명이 넘는 응답자가 Alfred Landon이

두 자릿수 이상의 퍼센트 차이로 Franklin 

Roosevelt를 이길 것이라고 예측한바 있다.

실제로는 Roosevelt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였다. Literary Digest는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전화

보유자는 부유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큰 표본은 여전히 너무

“작았다”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 페타바이트 용량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가 목표 모집단의 성향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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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내 패턴이 너무 사소하다.

•데이터과학에서 “Garbage In, Garbage 

Out”은 잘 알려진 말이지만, “Gigabytes 

In, Generalities Out(수 기가바이트를 

입력하면 일반성이 도출된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GIGO이다. 데이터 분석에의 자동화된

접근방식은 뻔하거나 실행할 수 없거나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일반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추천 엔진을 처음 

사용 시 대중적인 영화나 노래와 같은 “뻔한

것”을 제안할 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보험청구건의 심도를 처음 분석했을 때

팔이 부러지는 경우보다 등이 다치는 경우에

치료비가 더 든다는 당연한 사실을 도출할 

지도 모른다. 데이터 분석 접근방식이

일반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설계하려면

인간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한편, “뻔함”이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가장 가치 있는 모델들 중 일부는 상당히 

명백한 변수들을 통찰력 있게 결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델들의 가치는 놀라운

통찰력을 접목시켰다는 데에 있지 않고

(통찰력은 항상 좋기는 하지만) 뻔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상호작용을 계량화

하는 인간의 사고 능력을 능가한다는 데에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델이

인지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산만하고 피곤한 전문가들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26

데이터 내 패턴에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 “심슨의 역설(Simpson's Paradox)”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는 성적 편향에 근거

하여 대학원생 입학을 결정했다는 혐의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가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다. 1973년에

Berkeley는 남성 대학원 지원자의 44%를

합격시켰지만 여성 지원자의 35%만을

합격시켰다. 그러나 학과별로 데이터를 

분류하자 편향이 사라졌다. 왜 그럴까? 

여성이 대부분 합격률이 낮은 학과(예를

들어 인문학)에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분석은 높은 가격이

높은 수요로 이어진다든지, 마케팅 캠페인이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 여성들이

그들보다 낮은 학력의 남성들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27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학적

또는 경영이론 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평균으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 개념은 Charles Darwin의 

사촌이자 회귀분석의 창시자인 Francis

Galton이 키 큰 부모에게서 키 작은

자녀들이 나오는 현상(그리고 그 반대의 

현상)을 연구하다가 처음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잘못된 

사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미 연승을

거둔 스포츠 선수들이나 전성기가 지난

영화 장르나 프렌차이즈의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지불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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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는 애널리틱스 프로젝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도출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의 

구현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모호한 데이터에 대한 판단적 평가를 요하는 과학적 탐구의

유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빅데이터의 경제적 및 전략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 모두가

빅데이터의 잠재적 이익에 주목하지만 비용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은

명백하다: 데이터소스의 획득, 저장, 백업, 보호, 통합, 관리, 감사, 기록 및 사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28 주변 전자제품 매장에서 수 테라바이트 용량의 저장매체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많은 조직들이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업체 하드웨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보다 미묘한 경제적 측면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우선, 마진을 고려한 경제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독자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애널리틱스 프로젝트 대비 얼마나 많은 추가적 통찰력과 예측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종종 기회비용을 수반한다. 많은 조직들의 경우, 잠재적 애널리틱스

프로젝트 후보 목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원은 제한적이다. 실시간으로

넥스트-베스트 오퍼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형 유통업체나 네트워크 외부성(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품의 사용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성질)의 “승자독식” 효과를

향유하려는 인터넷 기업에게 빅데이터는 자연스럽게 최우선과제가 된다. 다른 많은 조직들의

경우 애널리틱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가 분명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연이어

추진하는데, 이 때 한 프로젝트에서 거둔 수익으로 다음 프로젝트의 자금을 충당한다. 이러한

조직들의 경우는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비용의 낭비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요구되는 인적 자원과 조직 운영

비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과학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를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다면 상황은 변하겠지만, 

인공지능의 선구자이자 경영이론가인 Herbert Simon이 40년 전에 제시한 지금도 변치 않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보가 풍부한 세계에서 정보의 풍족은 다른 무언가의 부족을 의미한다: 정보가 소모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부족하게 된다. 정보가 소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분명하다: 정보는 이용자의 관심을

소모한다. 따라서 정보의 풍족은 관심의 부족을 야기하며, 관심을 소모하는 과다 정보 원천에 관심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필요성 또한 발생시킨다.29

물론 데이터의 제대로 된 분석 및 이에 따른 실행이 뒷받침될 경우, 데이터가 조직들의 정확하고

일관성 있고 보다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은 많이 존재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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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빅데이터 기술이 모든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Moneyball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종종 언급된다.

실제로 이 주제에 대한 논문들은 "Big Data: Moneyball for Business"에서 변형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Billy Beane의 업적은 테라바이트나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저자인 Michael Lewis에 따르면, Beane은 적합한 데이터

(예를 들어 타율보다 출루율)를 이용하여 적합한 사업 기회(직관에 근거한 의사결정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능 시장의 비효율성)를 포착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의학적 의사

결정, 대출이나 보험 인수 결정, 채용이나 입학 결정, 그리고 자원 배분 결정 시 통계 분석과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살펴보자. 이 표현은 데이터를

석유처럼 가공하여 통찰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석유와 달리 데이터에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데이터가 크고

다양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고 비용을

낭비하며 Simon의 말에서처럼 “관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가 전략보다 중요해지는

주객전도 현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은 적절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TWO CHEERS FOR BIG DATA

빅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그렇다.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상품, 비즈니스 모델,

과학적 발전의 사례가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고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조직에 적합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략을 찾고 있는 리더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소 불명확하다. 조직들—크건 작건, 공공기관이던 민간기업이던 간에—이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결정에 있어 데이터 분석 이용의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결과들은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직들이 항상 Hadoop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테라바이트나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전략이 데이터와 기술의 선택을 주도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확한 비전과 분석적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빅데이터”라는 문구를 한 쪽으로 정의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혼란스러운 문구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는 유용한 정보와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가 원천 데이터로부터

패턴과 연관성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경제성 또한

과소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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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만 활용된다면, 적합한 데이터는 조직의 새로운 석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근본적인 사항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선 애널리틱스의 추진은 궁극적으로 데이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추구해야 하는 기회의 명확한 정의에서 시작된다.

둘째,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합한 데이터—

적절히 분석되고 이에 근거하여 실행되는—의 경우는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조직들에게는 빅데이터가 새로운 석유가 아닌 새로운 혼란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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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like the term “big data,” “data science” has been garbled in the popular press to the extent that
prominent analysts have come to express frustration with it. In the blog associated with her Columbia University
“Introduction to Data Science” course, Rachel Shutt wrote, “I don’t call myself a ‘data scientist.’ I call myself a statistician.
I refuse to be called a data scientist because as it’s currently used, it’s a meaningless, arbitrary marketing term.”
<http://columbiadatascience.com/2012/10/04/next-gen-data-scientists/>. Similarly, the mathematician/blogger
Cathy O’Neil declared, “There are far too many posers out there in the land of data scientists, and it’s getting to the
point where I’m starting to regret throwing my hat into that ring.” <http://mathbabe.org/2012/07/31/statisticiansarent-
the-problem-for-data-science-the-real-problem-is-too-many-posers/>. We sympathize with Shutt’s and
O’Neil’s sentiments and attempt to use the term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their writings.

In a blog entry, Drew Conway memorably used a Venn diagram to define data science. According to Conway’s
characterization, data science is the intersection of three circles representing substantive expertise, math and
statistics knowledge, and hacking skills. Conway’s excellent definition could perhaps be improved with the addition
of the abilities to identify and frame problems as well as communicate effectively. <http://www.drewconway.com/
zia/?p=2378>.

The phrase “data science” in the sense used here originated in a prescient 2001 essay by the Bell Labs statistician
and data visualization pioneer William Cleveland: “Data Science: An Action Plan for Expanding the Technical
Areas of the Field of Statistics” <http://cm.bell-labs.com/cm/ms/departments/sia/doc/datascience.pdf>. Among
other things, Cleveland called for “computing with data” and the evaluation of statistical computing tools to be
added to traditional university curricula. It is notable that Cleveland was a collaborator of the other legendary Bell
Labs statisticians John Tukey and John Chambers. Tukey is known as the father of exploratory data analysis [EDA]
and Chambers was the inventor of the S (as in “statistics”) statistical computing language. The original S language,
which implemented many of Tukey’s and Cleveland’s data exploration and data visualization ideas, is the basis for
the open-source R statistical computing environment. Today, R is the lingua franca of applied statistics and has
played no small role in bringing Cleveland’s vision of “applied statistics as data science” to life. Ironically, although
Tukey himself never used computers, he coined the terms “bit” and “software,” and Chambers discussed him as an
inspi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 See “John Tukey and ‘Software’” by John Chambers: <http://cm.bell-labs.com/
cm/ms/departments/sia/tukey/tributes.html>.

For example,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novations with regard to personal insurance applications of the 1990s
was the adoption of credit scoring to select and price personal auto and homeowner policies. Not only is credit
score predictive, it is one of the most powerful rating variables in situations where its use is allowed. This is likely
because credit behavior is a proxy for non-directly measurable traits that also manifest themselves in risky behavior.
It would be misleading to characterize such innovations as mechanical processes of putting numbers into an algorithm
and letting computers find the relevant patterns. Rather, deciding to test this novel application of financial
stability information was a minor innovative breakthrough.

Which in turn brings to mind Truman Capote’s famous takedown of Jack Kerouac: “That’s not writing, that’s typing.”

So-called p-values are often used as measures of “significance” which can be thought of as a type of “surprise.” A
result with a very low p-value (such as 18 heads in 20 tosses) means that we would be very surprised to get such
an extreme (or more extreme) result were the coin in fact fair. The problem is that tossing a large number of fair
coins—analogous to performing a large number of medical trials or examining a large number of correlations in
a big data base—is virtually guaranteed to produce a number of such “significant” results purely due to random
chance.

The epidemiologist John Ioannidis made essentially this point about medical research in a widely cited 2005
article entitled, “Why Most Published Research Findings Are False.”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
PMC1182327/>. Ioannidis’s point is illustrated by the recent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article “Chocolate
Consumption, Cognitive Function, and Nobel Laureates” by Franz Messerli. The article reports “a close, significant
linear correlation (r=0.791, p<0.0001) between chocolate consumption per capita and the number of Nobel laureates
per 10 million persons in a total of 23 countries.” The article speculated on the effects of certain antioxidants
found in chocolate on improved thinking ability.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on1211064>. The
article, which was intended as a Nobel prize-season parody, was seriously reported in major media outlets, for
example: <http://www.forbes.com/sites/larryhusten/2012/10/10/chocolate-and-nobel-prizes-linked-in-study/>.
Note that while the article is a parody, the highly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is an actual fact of the dataset
studied by Dr. Messerli. This illustrates that studying multiple correlations is bound to lead to results that are
“significant” in a certain technical sense, but in substantive terms are either misleading or simply meaningless.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international team of physicists that announced the discovery of the Higgs boson
earlier this year, mindful of the problem of multiple comparisons, used an extremely low “five-sigma” p-value (<
0.000001) threshold. See for example: <http://normaldeviate.wordpress.com/2012/07/11/the-higgs-boson-and-thep-
value-police/>.

<http://www.xkcd.com/882/>.

Amusing examples are recount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article, “If TiVo Thinks You Are Gay, Here’s How to Set
It Straight”. <http://online.wsj.com/article/SB1038261936872356908.html>.

Paul Meehl, the quantitative psychologist who pioneered the “Actuarial versus Clinical Prediction” school of
research, identified a major reason why models can be wrong and dubbed it “the broken leg problem.” Suppose a
model predicts with high accuracy someone’s attendance at a movie theater every Friday. The model might fit the
historical data perfectly, yet provide the wrong prediction if the person suffered a broken leg earlier in the week.
Someone who has both this detailed knowledge and also understand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models will know
enough to ignore (or at least down-weight) the model indication in this case. See the 1989 Science survey article
“Clinical versus Actuarial Judgment” by Dawes, Faust, and Meehl. <http://apsychoserver.psych.arizona.edu/JJBAReprints/
PSYC621/Dawes_Faust_Meehl_Clinical_vs_actuarial_assessments_19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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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as a major theme of our previous Deloitte Review, Issue 10, article, “A Delicate Balance.”

Even the academic statistics community itself has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 in recent decades. Some comments
from a recent blog post of the Carnegie-Mellon statistician Cosma Shalizi vividly convey a sense both of
this change, as well as the heterogeneity of university-level statistical training: “Suppose you were exposed to that
subject as a sub-cabalistic ritual of manipulating sums of squares and magical tables according to rules justified (if
at all) only by a transparently false origin myth—that is to say, you had to endure what is still an all-too-common
sort of intro. stats. class—or, perhaps worse, a 'research methods' class whose content had fossilized before you were
born. Suppose you then looked at the genuinely impressive things done by the best of those who call themselves
'data scientists.' Well then no wonder you think 'This is something new and wonderful;' and I would not blame you
in the least for not connecting it with statistics. Perhaps you might find some faint resemblance, but it would be like
comparing a child’s toy wagon to a Ducati. Modern statistics is not like that, and has not been for decades... the
skills of a 'data scientist' are those of a modern statistician.” <http://masi.cscs.lsa.umich.edu/~crshalizi/weblog/925.
html>.

See Thinking, Fast and Slow by Daniel Kahneman. Kahneman reported that his landmark research exploring systematic
biases in human cognition and leading to behavioral economics was motivated by his experience teaching
statistics to university students in Israel. He found what he was teaching to be very unintuitive. This observation
ran counter to a then-prominent theory that humans are natural statisticians. In the language of Thinking, Fast
and Slow, “System 1” thinking is rapid and biased towards belief and causal narratives rather than skepticism and
rational analysis. System 1-style thinking accounts for the bulk of our mental operations and—here’s the rub—is
very poor at statistical reasoning. “System 2” thinking is slow, effortful, and strives for logical coherence rather
than unsupported narrative coherence. The phrase “fooled by randomness” is of course borrowed from the Nassim
Nicholas Taleb book of the same name. Regarding Taleb, Kahneman writes, “The trader-philosopher-statistician
Nassim Taleb could also be considered a psychologist. … Taleb suggests that we humans constantly fool ourselves
by constructing flimsy accounts of the past and believing they are true.” See our previous Deloitte Review article “A
Delicate Balance” for a discussion of how the Kahnenan school’s findings relate to some of the organizational biases
that can impede analytics projects.

This quote is attributed to the Stanford statistician Brad Efron, who is best known as the inventor of the statistical
technique known as bootstrapping. Another Efron quote partially inspired this essay: “In some ways I think that
scientists have misled themselves into thinking that if you collect enormous amounts of data you are bound to get
the right answer … the fallacy that if we could just get it all inside the computer we would get the answer.”
<http://www-stat.stanford.edu/~ckirby/brad/other/2010Significance.pdf>.

An intriguing election-year example concerns differing treatments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e traditional
and social media. The authors thank our colleague Michael Greene for bringing this example to their attention.
<http://www.journalism.org/commentary_backgrounder/how_social_and_traditional_media_differ_their_treatment_
conventions_and_beyo>.

A dramatic example of “decision fatigue” (a.k.a. “ego depletion”) is judges’ parole decisions being strongly influenced
by time of day, and presumably blood sugar level. <http://www.nytimes.com/2011/08/21/magazine/do-yousuffer-
from-decision-fatigue.html>.

In Thinking, Fast and Slow (Chapter 17), Daniel Kahneman provided this example to illustrate how regression to
the mean tends to be misinterpreted in causal terms.

It is interesting to speculate whether behavioral economics helps account for an apparent bias toward hoarding data
that one often encounters. The tendency of humans to feel losses more keenly than commensurate gains is known
in the behavioral economics literature as “loss aversion.” As the availability of computer storage power grows exponentially,
perhaps there is a tendency to the loss avoidance strategy of storing as much data as possible to ward off
the fear of future feelings of loss that would result from having thrown out something useful. This is not to say that
organizations should never err on the side of keeping information with no obvious or immediate use; only that the
process should be guided by cost/benefit estimates rather than a default strategy of keeping nearly everything.

H. A. Simon, (1971), “Designing Organizations for an Information-Rich World,” in Martin Greenberger, Computers,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Press, pp. 40–41.

Popular books such as Moneyball and Ian Ayres’s Super Crunchers have offered considerable anecdotal evidence for
this, as have our previous Deloitte Review articles “Irrational Expectations” and “Beyond the Numbers”. <http://
www.deloitte.com/view/en_US/us/Insights/Browse-by-Content-Type/deloitte-review/24cda920f718d210VgnVC
M2000001b56f00aRCRD.htm>. For corroborating academic evidence, see Strength in Numbers: How Does Data-
Driven Decisionmaking Affect Firm Performance? by Erik Brynjolfsson, Lorin Hitt, and Heekyung Kim. The authors
find that “data-driven decision making” was associated with 5–6 percent higher productivity in a sample of 179
publicly traded firms studied.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819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