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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ossibilities are numerous once we decide to act and not react.”
—George Bernard Shaw

New business strategies from big data
BY VIVEKANAND GOPALKRISHNAN, DAVID ST EIER, HARVEY LEWIS,
JAMES GUSZCZA, AND JOHN LUCKER
> PHOTOGRAPHY BY MATT LENNERT > INFOGRAPHICS BY ILOVEDUST

빅데이터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나 George

Bernard Shaw의 말로 표현하자면, 비즈니스 리더들이

단순히 반응하기보다 어떻게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들의 비즈니스로

부터 최대의 가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조직은 그들이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행동해야만 한다. 적절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는 소규모 데이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트렌드 안에서 인사이트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로써 비즈니스가 좀 더 선제적 대응을

하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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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 OF BIG DATA FOR BUSINESS

Room to grow for big data

경쟁적인 환경에서, 실제로 빅데이터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닌 주도적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이 빅데이터 활용이 주는 이점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비교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빅데이터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 어떤 것이 최상일까?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가능성의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효율성과 운영의 향상에 집중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내 존재하던 질문들에 답하는 것

• 성장에 대한 기회에 집중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내 발생하던 새로운 비즈니스 질문들에 

답하는 것

• 경쟁적인 환경을 재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질문들에 답하는 것

많은 기업이 그들 데이터의 여정에 따라 여러 단계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연구

결과는 빅데이터 활용의 주된 초점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맞춰져 왔으며 지금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카테고리를 좀 더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러 산업과 

지역에 걸쳐 100명 이상의 CI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빅데이터—비즈니스에 대한 적용과

지식 발견을 위한 기술을 포함—가 2013년 가장 혁신적인 세 가지 기술 중 하나로 예견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머지 두 기술은 클라우드 도입(Cloud Deployment)과 모바일 구현(Mobile

Enablement)이다.1 Clayton Christensen의 The Innovator’s Dilemma2 에서 정의된 바로는

혁신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기존의 시장을 재편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Christensen의 용어 정의에서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빅데이터 활용은 일반적으로

고급 소비자들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존의 제품들을

단순히 개선하여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From big data 1.0 to big data 2.0

"If you do not change direction, you may end up where you are heading."
—Lao Tzu 

새로운 인프라 또는 데이터 원천은 기존 비즈니스가 가진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빅데이터 내 

가치를 일부 드러낼 수 있다. 이는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던 전통적인 방식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어난다. 그 사례로, Rackspace는

그들의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소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의

수는 빠르게 증가해 사용자가 수백만 명이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된 로그 

문서들이 하루에 150GB 규모씩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Rackspace의 처리능력에 병목현상을 발생시켰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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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수 분이 걸려 처리하던 업무들은 몇 시간이 걸려 처리하게 되었고 이는 기업이 수요에

맞춰 규모를 조정할 수 없는 기존 시스템에 여전히 의존했기 때문이었다.Rackspace는

하둡 스택 기반(Hadoop Stack-based)의 빅데이터 인프라로 이관함으로써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로부터 비즈니스 가치를 다시 얻을 수 있었다.

좀 더 빠른 답을 넘어서서, 빅데이터는 좀 더 나은 답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기업들은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고객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존의 고객 데이터와 합쳐 증가시킴으로써 고객 이탈 분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4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빅데이터의 이런 활용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전략이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고객 이탈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는 예전과 유사하지만,

소셜 미디어 데이터로부터 수집한 속성들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법은 오늘날의 빅데이터 활용의 특징처럼 보인다. 2010년 Economist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그 결과로 당신의 조직에서 발생할 새로운

기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 응답자는 가장 큰 효과로 “운영 효율성의 증가(51%)"

라고 답하였다. 그에 반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혁신”은 24%로 4위에 머물렀다.5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업들이 비용절감에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효율성에 집착한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

되고, 시선이 비용절감에서 성장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접근법들이 타당성을 얻게 될 지도 모른다. 

파괴적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컨텐츠 창출가들이 주도하는 Web 2.0 기술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던 Web 1.0시대를 와해시켰던 방식을 상기해 보자. 이런 기술들은 비즈니스에서

고객들과의 상호작용,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협업, 마케팅 수행 등의 방식들을 급격하게 변화

시켰다.6 이와 유사하게 빅데이터 2.0 전략들 또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도 기업들에게

그들의 경쟁자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작은 기회의 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NEW BUSINESS STRATEGIES TOWARD DISTRUPTIVE BIG DATA 

기존 연구에 대한 우리의 검토와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논의들은 파괴적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빅데이터 전략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고객의 행동을 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 고객

상호작용 데이터를 활용하는 고객 전략(Customer Strategy)이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시장 내 인지하지 못했던 수요들을 예측하고 고객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에 새로운 수익을 발생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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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BIG DATA BUSINESS 
STRATEGIES — A TAXI COMPANY EXAMPLE

Big data 1.0 strategy

Technology for scalability: 싱가포르 기반의

택시 회사인 ComfortDelGro는 한 때 택시 예약

서비스를 사람들이 응대하는 전화 예약 서비스로만

제공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고객들이

생겨나고 전화예약 서비스가 과부화 되면서,

빅데이터에 투자할 필요성이 생겼다. 기업은 

자동응답시스템과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택시 예약 시스템으로 개선하는데

6천만 달러7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였다.

시스템의 하단(Back-end)에는 수십만 건의 자동차 이동

(Trip) 데이터, 15,000 대의 택시와 실시간 GPS 위치기반 데이터8 상의 수십억의 데이터 측정값의

저장과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가 있다.9 이러한 변화는 회사가 연간 2천만 건의 택시

예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회사의 능력을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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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2.0 strategies 

Shaping customer behavior: ComfortDelGro는 택시 이용량과 일별 택시의 수요 변동에 대한

수년 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일별, 주별로 특정 시간대의 택시 수요의 반복적인 증가는 싱가포르의 

인구와 관광객의 성장에 기인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는 시간대와 지역별로 다양한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바꾸었다.10 이러한 움직임은 고객의 예약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회사가 고객 수요에 좀 더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Creation of a new product or service: 고객과 택시 위치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저장된 과거의 예약 기록과 결합하여 택시 회사는 기술적으로 시간대(예: 하루 중 다른 시간대

또는 주말)별로 교통 체증이 없는 최적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능력에 기반을 두어, 회사는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택시 서비스뿐 아니라 실시간 우회경로 추천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11 이런 서비스는 수요와 교통 체증을 예측하는 택시 기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판매될 수 있다.

Ecosystem view of data: 신뢰할 만한 교통 자동 우회경로 서비스는 택시 운영자 그리고 토지

및 환경 관리 정부기관 간에 공유되는 데이터의 생태계적 관점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개체들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상호보완적인 데이터와 이해관계가 있다.  토지청(Land Authority)은 도시 전반에 

걸쳐 교통량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택시 운영자들은 택시라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수집한,

더 적지만 세부적인 차량 흐름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환경청(Environment

Authority)으로부터 받은 실시간 기상 정보 및 도로 침수 정보 등과 결합되면 혼잡 경로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서비스는 동시에 세 참여자에게 혜택을 준다. 도시의 교통 체증 감소는

토지청의 주된 목표 중 하나이다. 또한, 교통 체증이 덜하다는 것은 택시들에게는 매출 상승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의 관심사이기도 한 탄소배출은 교통 체증이 완화됨으로써 감소할 수 있다.



반면, 일부 영역의 비즈니스는 단순히 고객의 행동들을 감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의 행동을 활발하게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객들의 행동이나 기호, 경쟁적 작용(Competitive Action)

들을 아우르는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과 기지국 또는 무선랜

신호를 이용한 삼각측량 등을 통하여 파악한 고객의 실시간 위치

데이터의 결합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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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략은 제품 전략(Product Strategy)과 결합할 수 있는데, 인지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빅데이터를 수익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런 전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전략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지속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를 에코시스템 전략(Ecosystem Strategy)으로 유도하는데, 이 세 번째 접근법을

통하여 기업들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생태계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강화

할 수 있는 산업 중심의 커뮤니티를 새로 형성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ustomer strategy: Shaping customer behavior

Ford Research and Innovation12의 애널리스틱스와 데이터 마이닝 영역의 기술 담당 리더인

Michael Cavaretta는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당신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게끔 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반응적 자세는 

데이터 중심의 기업들이 그들의 고객을 상대하는데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왔다.

최근까지 기업들이 그들의 고객 행동을 감지해 온 주된 방식은 시장조사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조사 기관들의 연구들로부터 학습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고객들의 니즈에 대응해왔다. 오늘날 겉으로 드러나는 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소셜 미디어로

가는 추세라 해도 고객의 행동을 감지하는 반응적 접근법(Reactive Approach)이 기본적으로

우세하게 남아있다.

반면, 일부 영역의 비즈니스는 단순히 고객의 행동들을 감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의

행동을 활발하게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객들의 행동이나 기호, 경쟁적 행위(Competitive

Action)들을 아우르는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과 기지국 또는 무선랜 신호를 이용한

삼각측량 등을 통하여 파악한 고객의 실시간 위치 데이터의 결합을 수반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이 가장 적합한 채널을 사용해 적절한 순간에 고객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Netflix와 Amazon과 같은 조직들은 그들의 개별 고객의 취향이나 기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 정보를 고객들에게 유익하고 관련있는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사용하였다.



61BIG DATA 2.0

DELO I TTEREV I EW.COM     Deloitte Review

따라서 이런 조직들은 고객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etflix의 경우, 추천 기능은

새로운 영화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오래된 영화까지도 

추천한다.13 리테일러들은, 예를 들면, Foursquare(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시간

“Check-in” 데이터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고객 로열티 카드를 통해서 고객의 기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프로모션 메시지 등을 전달해 고객의

쇼핑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14

우리는 최근 금융기관과 함께 국가 차원의 대손상각(얼마나 많은 대출이 회수 불능으로 손실

처리 되는지), 그리고 소비자지수, 주택가격지수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로부터 얻은 다양

한 데이터들을 통합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융자와 대출의 위험 노출도(Risk Exposure)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이런 광범위한 접근법은 좀 더 현실적인 수준까지 스트레스 테스팅(Stress

-testing) 기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리스크 평가에 대한 금융 기관들의 태도를 새롭게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런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특정 과제들을 수반한다. 주된 우려 사항으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관한 문제들(심지어 개인정보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은 신중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실행적 관점에서, 기업들은

또한 고객 행동의 변화 결과를 예상하여야만 한다. 얼마나 많은 고객이 궁극적으로 추천기능에

영향을 받을지 추정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사소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실시간 서비스가 가져올 수 있는 고객 수요의 추가적인 변동성을 허용해주는

그들의 공급망에 대한 충분한 가시성과 통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론은 기업들이 고객의

행동을 어느 정도로 형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려면 그들의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Product strategy: Creation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데이터 가치사슬 상에서 데이터 트래픽이 활발한 지점에 있는 조직들은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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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조직들이 포함된다. 디지털 채널을 통한 고객들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이런 조직들은 가치있는 소비자 데이터의 대규모 저장소들이

되고 있다.

그들 중 다수가 그들의 기존 시장과 고객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한다. 은행들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고객 프로파일, 거래, 온라인 및 폰뱅킹을 통한 상호작용들로부터 고객들에 대한 전방위적

시각을 확보해 왔다. 예를 들어, ATM기기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를 최소화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책정을 개선할 수 있다.15 한편, 데이터를 수익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목표로 선정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설계하고 혁신하는 기업들도 있다. 일례로, 정보통신 기업들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대규모 고객 기반의 위치, 사용성(데이터 및 통화의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 소셜 네트워크 기능과 그 외 다른 기능들을 총망라하여 섬세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데이터를 위치기반 마케팅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싱가포르 통신회사들—M1, Starhub, Singtel

— 이 Singapore Press Holdings 및 다른 리테일러들과 협력하여 일반적인 통신 서비스 외에

고객에게 위치기반 광고(LBA: Location-Based Advertising) SMS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발송되는 SMS의 수, 그리고 소비자의 잠재적 반응률은 통신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매출로 나타날 수 있다.16

따라서 빅데이터는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전략들은 통신회사들이 추가적인 매출 원천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고객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이런 개념들은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경우 표준화된 보험상품들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들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일정기간 수집된 고객의 위험성향, 상품선택, 보험청구 기록

등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라인 구축에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지며, 이는 전통적

접근법이라기 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제품전략은 기존 기업이나 그들의 자회사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런 전략은 신규

진입자들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리테일 분야에서는 호주의 GetPrice, 영국의

PriceRunner와 같은 실시간 가격비교 서비스들이 고객들에게 향상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표적 온라인 광고를 위한 새로운 채널이 되기도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2008년 설립된 Cast-

light Health가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관련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17 커뮤니티 사이트인 Patient-

LikeMe는 환자가 진단, 처방약, 심지어 임상실험 결과까지 유사한 다른 환자들을 찾아볼 수

있는 무료 포럼과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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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빅데이터를 통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을 창출해 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규 진입자들은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데이터의 사용에 민감해야 하는데, 특히 고객

개인정보에 관련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적인 성격을 지닌 빅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

해내는 일에는 더욱 그러하다. 데이터와 관련된 법은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법지역에서 판례법 체계를 성장시키면서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 현금화(Data Monetization) 및 수익 기회들에 대한 규제 환경은 당분간 역동적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빅데이터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률은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고객, 상품 전략들을 채택하려는 기업은 최소한 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고객들에게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이익을 실현하고, 또한

이러한 투명성이 기업의 평판, 고객 로열티 그리고 브랜드를 강화하면서 규제, 도덕적 원칙들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데이터 수익화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통합되지 못하면 또 다른 새로운

개발품이 새로운 시장을 와해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데이터 창출자,

수혜자, 경쟁자 그리고 규제자들이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의 프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요구한다.

Ecosystem strategy: Ecosystem view of data

종종 단일 조직 차원에서는 새롭고 매력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접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 조직들은 에코시스템 내의 다른 조직들로부터

받은 보완적 데이터를 사용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런 에코시스템은 기업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모든 참여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협업 전략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에코시스템 관점은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경쟁자로 인식되었던 기업 간의 협업이 위치하고 있다. 다른 쪽 끝에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공공분야의 다양한 기관 간의 광범위한 협업이 존재한다. 협업을 통한 

즉각적이면서 단기적인 이익들과 더불어 에코시스템 전략은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장기적인 

이익까지 얻도록 도와준다. 

보험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이런 유형의 데이터 협업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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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청구 사기의 예방과 식별은 수익성 개선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영국의 영국보험인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회원들은 현재 수백만 명의 고객들의 청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보험사기국

(Insurance Fraud Bureau, ABI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조직)에 집중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다. 

보험사기등록(Insurance Fraud Register, IFR)이라 불리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받은 정보는

매년 발생하는 사기청구의 수를 추정하는데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보험인

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등록은 보험사들이 개개인들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정보는 판매, 갱신 또는

청구, 그리고 그 외의 어느 단계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18

음악 배포사,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작사, 작곡가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여러 음악 관련 조직들은

모든 곡과 소유권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의, 권위 있는 “Global Repertoire

Database”를 개발함으로써, 음악 산업의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음악의 생산 및 배포의 가치사슬 상의 모든 조직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라이센싱과 음악의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음악 서비스의 제공, 소비, 라이센싱에서의 빠르게 진화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결과물이다.

비록 사례가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산업 내 가장 강력한 전략들은 공통의 특정 

위험(규정, 상업적 또는 기술적)을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 관련 비즈니스 내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런 접근법은

컨소시엄을 해체할 수도 있는 심각한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 한다. 이 관점은 Evan Rosen의

시각과도 일치하는데, 경쟁자들 간의 협업은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을 때, 구조화와 명료화로부터 시작될 때, 그리고 공정한  프로세스들로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19†

† 본문에 설명된 데이터 병합(Data Pooling)의 “에코시스템 전략”의 전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질적인 위험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그리고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계약들을 작성한다. 의료진의 법적 책임(의료과실) 또는 산업재해보상과 같은 이질적이고 낮은 빈도/높은

심도의 보험 상품들에 있어서 보험사들은 보험에서 추구하는 위험의 다수 유형별로 보험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기 어렵다. (예, 수백의 의료 전문분야들과

비즈니스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보험등급당국(Insurance Rating Bureau)을 통하여 데이터를

병합하는 것은 보험회사들에게는 단순히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보험등급당국은 위험분류체계

별로 예상되는 손실빈도수와 심도를 계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병합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주요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은 에코시스템 데이터 전략의 또 하나의 오래된 사례이다. 이들은 수많은 금융

기관들 각각으로부터 소액의 대출, 지급 정보를 수집한다. 대신에 그들은 금융기관들에게 개개인의 재정

상태와 안정성에 대한 보다 완전한 프로파일(신용점수, 클러스터 배분, 변수들의 수집 등)을 제공한다. 

개인들이 그들의 일상 활동에서 남기는 디지털 “흔적들”이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이러한 신생 데이터 

병합들이 증가하리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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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빅데이터는 특히 소매 결제와 모바일 기술들이 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회사와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가능한 수준보다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인사이트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그들 각자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그들은 결합된

데이터를 공동으로 분석해 진정으로 차별화된 모바일 뱅킹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정부 또한 에코시스템 내에서 역할을 가질 수 있다. 많은 기업은 공공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실시간 기상 및 교통 관련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개별 기업이 수집하기에는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높은 비용이 든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의 하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영역에서 데이터 수집에 드는 투자 비용을

정부기관과 분담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물류 수송을 계획할 때

기업은 내부의 화물 및 예약데이터와 항만당국에서 센서와 레이더를 통하여 제공하는 외부의

실시간 항만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항만 당국 또한 물류 효율성 및 개인과

화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센서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와 산업 간의 협업은 전 세계의 다양한 정부들(예, data.gov, data.gov.uk, data.gov.sg

와 같은 사이트와 기타 국가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오픈 정부 데이터가 사용

가능함)에 의해 주도되는 신생 오픈 데이터 에코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픈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들이 자기 소유의 데이터들과 결합

하여 처리하기에 용이하다. 예로서,  Practical Law Company는 영국 정부와 협업하는 몇몇

상업 및 교육 기관 중 하나로, 영국 법안의 정확하면서도 최신의 정보 저장소를 구축하였으며,

웹 사이트 legislation.gov.uk 상에 오픈 데이터를 연결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영국 정부와 다른 지지자들과의 협업은 Practical Law Company가 그들

고유의 데이터 세트(Data Set)를 유지하는데 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었으며,

지금은 공개 시장에서의 법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을 위해 공용의, 국가 공인된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 공유와 협업적 분석들은 막대한 이점들을 제공해 주지만, 극복해야 할 상당한 장애들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과제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이다.

최근 설문조사에는 고객들이 완벽하게 익명화된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기업들조차도 경계한

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20 그리고 많은 국가는 데이터 보호 법안을 통하여 분명하게 조직들이 그

들의 고객 동의가 없을 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더 큰 윤리적 문

제는 서로 다른 데이터 풀(Pool)들이 다른 집단들 간에 공유될 때 발생한다. 이는 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로 간주하였던 데이터들이 지금은 서로 합쳐져 애널리틱스의 정밀한

분석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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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협업자들은 각자의 데이터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그들의 경쟁우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갖는다. 또 하나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는

가격 고정 혹은 다른 유사한 무역관행의 위반 등을 통한 협업자들 간의 담합이 있을 수 있다.

운영상에서는, 조직 간의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에서조차도 나타나는 공용 데이터 스키마의 

부재가 현실적으로 협업적 분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그들의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표준화를 촉진하는데 있어 촉매자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WHAT CAN BUSINESS LEADERS DO?

이상에서 논의되었던 세 가지 전략은 적절한 비즈니스 환경 안에서 빅데이터 기회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그들이 이런 전략들의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 보아야 한다.

• Consumer strategy: 빅데이터는 고객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니즈들을 밝혀냄으로써

고객 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기업에 제공한다. 조직이 빅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고객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결정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새로운 데이터를 통하여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가? 적시에(필요하다면, 실시간으로)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가 존재하는가? 

• Product strategy:  기업들은 또한 그들에게 경쟁우위를 가져다 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가치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독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자산 간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의 수요를 찾아낼 

수 있는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응하는 대상이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시장이 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비즈니스는 적절한 빅데이터 자원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이상적인 인재를 활용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서부터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기업들은 빅데이터의 경제성에 유의해야 하며, 기업에 가져올

잠재적 이익 대비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분류, 분석에 요구되는 인프라

및 전문 지식에 대한 투자비용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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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새로운 시장이라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 그들의 기존 비즈니스 운영에 기회비용이 

되지는 않는가?

• Ecosystem strategy:   기업은 전략의 변화를 통하여 독자적으로도 최대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독특하고 향상된 해석을 위하여 

다른 기업들과 협업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그들의 가치

사슬 상에 있는 모든 다른 참여자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기업 

리더들은 이러한 참여자들이 소유한 비즈니스 통찰력 또는 데이트 세트가 그들의 

비즈니스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업 리더들은 그들의 경쟁 

우위를 잃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모든 기업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전략만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비즈니스는 적절한 빅데이터 자원들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이상적인 인재를 활용하고 권한을 이임하는 것에서부터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기업들은 빅데이터의 경제성에 유의해야

하며, 기업에 가져올 잠재적 이익 대비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분류, 분석에 요구되는 인프라 및

전문 지식에 대한 투자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빅데이터가 혁명적인가? 분명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된 도구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에 이러한 변화는 아직 혁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빅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하고 빅데이터와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들을 발전시키면서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기업들이 강력하게 등장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들이 생겨날 것이다. 빅데이터의 과대포장을 무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질문을 제시하며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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