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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틱스와 데이터는 전 세계 주요 조직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애널리틱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분석가와 의사결정자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다. 따라서 분석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데이터와 전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계량분석가
(Quantitative Analyst)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이는 의사결정자가 분석가들과
신뢰 있고 이로운 관계를 맺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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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조직들은 애널리틱스와 “빅데이터”에 크게 열광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자가
애널리틱스와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행동을 바꿔 의사결정 시 분석적인 접근법을
적용할 것이다. 자신의 작업이 실행에 옮겨지는지 – 의사결정을 변화시키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는 계량분석가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반면,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분석가들은 결과가 “스스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여
의사소통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현재에도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HISTORICAL EXAMPLES OF COMMUNICATING RESULTS, GOOD AND BAD
계량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1 Florence
Nightingale의 사례를 살펴보자. Nightingale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창시하고 병원 위생관리 방법을 개혁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녀는 계량기법의 초기 사용자이기도 하였다. 크림전쟁이
한창이던 1854년 10월, Nightingale이 38명의 자원 간호사들과
함께 터키에 있던 영국 국군병원에 파견되었을 때, 그녀는 간이병원의
끔찍한 위생상태를 목격하였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에서 입은 상처 때문이 아니라 유행병, 전염병, 풍토병으로
사망하였다. 1855년 2월 기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43%였다. 2 Nightingale은 병원의 기본 위생관리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통계학을 이용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입원, 부상, 질병, 치료, 사망에 대해
매일 세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Nightingale이 이룩한 가장 큰 혁신은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었다. 그녀는 수치에 기반한 증거자료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수치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심지어 그 당시에는 수치표가 흔하지 않았다!)과 일반
독자들이 표를 읽지 않아 증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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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독자들이 통계로 제시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죽음과 개혁의 필요성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오늘날에는 데이터를 제시할 때 흔히 쓰이는 기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새로운 방법이었다.

혁신적이었던 그녀의 다이어그램은 쐐기 모양의 파이차트(Pie Chart)였다. Nightingale은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원인별 사망률이 매달 어떻게 변하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수치와
다이어그램으로 제시된 증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Nightingale은 수치표를 읽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창의적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국군병원 의료서비스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사람들은 부상병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대신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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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ingale이 체계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는 사망률이 급락하였다.
크림전쟁이 끝난 1856년 6월, 영국에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유명인이 되어 영웅으로 칭송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1859년에 영국 왕립통계학회의 회원이 되었고—최초의 여성
회원이었다—1874년에 미국 통계협회의 명예회원이 되었다.3

결과를 잘 전달하지 못한 사례—그리고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주는 사례—로는
Gregor Mendel을 들 수 있다.4 유전(遺傳)학의 아버지인 Mendel은 1884년 사망하기 몇 달
전에 “과학 연구를 하면서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가 제 업적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잘 전달하였다면, 어쩌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업적이 좀더 빨리 인정받았을지도 모른다.

성직자였던 Mendel은 완두의 특정 형질의 유전에 대해 연구하였다. 1856년과 1863년 사이에
Mendel은 유전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수만 개의 완두를 교배하고 기록하였다. 그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유전정보가 전해질 때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이 법칙은 추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Mendel의 업적은 20세기 초에야 비로소 인정받았다. 추후에
이 법칙들을 재발견하면서 현대 유전학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Mendel이 연구결과를 전달하는 방법이 그의 실험만큼 효과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연구결과를 잘 알려지지 않은 모라비아의 한 과학저널에 발표하였다. 이 저널은 유럽과 그 외
지역에 있는 130개의 과학기관에 배포되었지만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 후 그의
논문은 35년간 세 번밖에 인용되지 않았다.5 심지어 같은 학문 분야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마저도
복잡하고 상세한 그의 논문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Mendel의 직업이 성직자가 아닌 과학자
였다면 자신의 연구결과를 널리 알릴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외국에서 발표했을지도 모른다.
Mendel은 Darwin 등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논문을 보내면서 타국의 과학자들과 접촉을
시도하였다(그가 보낸 논문 중 극소수만이 발견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Darwin은
Mendel의 논문을 펴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Mendel은 그의 발견이 역사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알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Mendel의 논문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기발하고 전례 없는 것이었지만 과학자들은 30년 후에야 이 논문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계량분석 결과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묻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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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RECENT EXAMPLES
좀더 최근에는,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조직 중에 분석의 질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하고
채택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인 주목할만한 사례가 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분석 결과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널리 채택된 예로는 FICO 신용점수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점수는
FICO라는 기업이 부여하는 300에서 850 사이의 점수인데, 특정 시기의 한 개인의 재정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6 대출기관은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대출, 모기지 등 개인과의 신용거래
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많은 대출기관에서 FICO 신용점수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리스크를 결정한다. FICO 점수를 이용하여 대출기관은 특정 시기에
얼마를 어떤 조건(이자율 등)으로 대출할 지를 결정한다. 이는 애널리틱스를 실행에 옮긴 성공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대출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FICO 점수는 리스크평가를 개선시켜 미국 신용시장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 이
점수를 통해 대출기관은 전적으로 채무자의 대출 이력에 근거하여 대출이 상환될 수 있을 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거래와 무관한 기업(자동차 보험회사, 통신사, 임대주,
금융서비스 기업의 자회사 등)들이 FICO 점수를 검토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특정 고객과 거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소비자 등급별로 다른 요율을 책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FICO 점수는 Bill Fair라는 공학자와 Earl Isaac이라는 수학자가 1956년에 FICO(당시에는
Fair, Isaac으로 알려져 있었다)를 창립하면서 만든 것이다.7 처음에 두 사람은 각각 400달러를
투자하여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1958년에 미국의 주요 50개 대출기관에
편지를 보내 신용평가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들은 단 한 곳으로
부터 답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은행,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보험회사, 유통업체,
신용조사기관 등의 잠재 고객에게 이 개념과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FICO
점수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그들은 전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고 고객들에게
신용점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맞춤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분석연구는 제대로만 전달된다면 비즈니스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들의 결혼생활 유지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석모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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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대학의 심리학교수 John Gottman은 이에 대해 Oxford 대학의 응용수학자
James Murray와 공동으로 연구하였다. Gottman은 가설과 데이터—여러 쌍의 부부에 대한
영상기록과 관찰기록을 수집하였다—를 제공하였고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기울였다. Murray는 비선형 모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나온 모델은 관찰된 행위에 근거하여 부부에게 점수를
부여하는데, 결혼의 미래 성공률을 94% 정확도8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 모델은 Gottman, Murray 등이 저술한 ‘The Mathematics of Marriage: Dynamic Nonlinear
Models’라는 저서를 통해 공개되었다. 원래 이 저서의 주요 목표 독자는 동료 학자들이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는 달리 Gottman은 연구대상이었던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다. 그는 이에 관한 여러 저서와 논문을 출간하였고, (자신의 부인과 함께) The Gottman
Relationship Institute(www.gottman.com)를 창설하였다. 이 연구소는 부부들과 치료사들을
위해 교육 클래스, 관계개선을 위한 비디오, 그리고 기타 여러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이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자들이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부부들의 반응에 대해 모의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모델링을 통해 “만약에”라는 사고(思考)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고 실험은 위기에 놓인 부부들을 위한 새로운 과학적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Gottman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작위 임상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에는 만 쌍이 넘는 부부들이 참여하였다. 그는 연구가 실제 부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8년간 나는 뛰어난 내 아내와 함께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종합하고 우리의 이론을 이용하여
부부들과 그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개입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부부들에게 이틀간의 워크샵과 9개의 결혼상담 세션을
제공하였고, 이들 중 75%가 관계를 회복하였다.9

이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의 사례이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틱스에 대한 전달은 전통적으로 계랑분석가의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로 간주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자들, 특히 연구와 강의가 분석에만 크게
치우쳐있는 학자들은 분석방법에 큰 관심을 보여왔지만 효과적인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이 같은 상황은 변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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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Statistics Department의 학장이자 최근 Harvard의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의 학장으로 임명된 Xiao-Li Meng 은 그의 목표가 “통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흥미롭게도, 와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해도 와인감정가가 될 수 있다는 철학에 근거하여 우리는
고급 와인을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보다 더 많은 차세대 와인 제조업자를 양성해 냈다.10

당신이 분석가이든 애널리틱스의 소비자이든(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분석적인 와인 제조업자이든
와인 소비자이든)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주제이다. 물론 분석가들은 더 많은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결과물을 더욱 흥미롭고 주의를 끌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애널리틱스의 소비자—
예를 들어 분석 프로젝트를 의뢰한 매니저—는 결과물을 흥미롭고 이해가 용이한 형태로 제공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계량분석을 읽는 독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워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닐 것이다. 애널리틱스의 소비자들은 계량분석가들과 협력하여 결과물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결정을 내리고 결과물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쪽은 대체로 애널리틱스의 소비자들이다.

COMMUNICATING THE BASICS OF AN ANALYSIS
분석한 결과물을 전달할 때의 핵심은 문제와 그 배경, 모델, 사용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변수간의 관계가 확인되면, 그 관계의 의미가 해석되고,
언급되고, 문제와 연관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결과물을 명확하게 제시할수록 계량분석에
기반하여 결정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결국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결과물을 제시할 때에는 연구과정의 개략적인 설명, 결과의 요약과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 행동을 위한 제언—이 순서대로 이뤄질 필요는 없지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요약과 제언으로 시작하고 결과물은 관련자들과의 회의에서 전달하거나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흑백의 수치표와 수식으로만 데이터를 제시한다면 연구결과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본적인 보고서는 대부분 단순한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막대그래프, 파이차트 또는
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난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시각적인 프리젠테이션보다 수치를 통해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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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효과적인 분석가들 중에는 데이터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이나 그 수단에 상관없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만든 훌륭한 이야기들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서술적 묘사가 뛰어나며, 대부분 비즈니스 문제나 목표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 고객충성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 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우리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파악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충성
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훌륭한 이야기는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청중들이 계량적
연구와 전문 용어에 익숙하다면 통계학이나 수학 용어—심지어 수식도 가능할 것이다—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청중들은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청중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을 이용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추가 이익이나 절감할 수 있는 비용, 또는 투자 수익률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훌륭한 이야기는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물론 분석가들은
사전에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액션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계량분석가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Pixar의 스토리 아티스트였던 Emma Coats는 Twitter를 통해 스토리텔링의 22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11 22가지 원칙이 모두 애널리틱스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다음의 4가지 원칙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또는 계량분석가)의 입장이 아닌 청중의 입장에서 흥미를 가질만한 것을 염두에 두어라.
그 둘은 매우 다를 수 있다.”
• “본론보다 결론을 먼저 결정하라. 결론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정해야 한다.”
• “일단 작성해야 수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완벽한 아이디어가 머리 속에만 있다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
•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경제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이를 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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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분석가와
의사결정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George Roumeliotis는 Intuit의
데이터과학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그룹은 Intuit가 수집한 엄청난 규모의 온라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 특성을 분석하고 개발한다. 내부고객을 상대하는 프로젝트에서 Roumeliotis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과 결과 전달방법을 추천한다. 대부분의 단계는 강한 비즈니스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1.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나의 이해
2.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3.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4. 해결책에 대한 초기 가설
5. 해결책
6. 해결책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이 방법을 사용하는 데이터 과학자들은 위키(Wiki)를 만들어 각 단계의 결과를 게시하도록
장려된다. 클라이언트는 위키 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Roumeliotis는 위키가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온라인 도구지만 데이터 과학자들과
클라이언트 사이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WHAT NOT TO COMMUNICATE
분석가들이 기술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사용한 통계학적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회귀계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R2값(사용한 회귀모델을 통해 설명된 데이터의 분산합의 비율)을 밝히는
등—청중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중들은 고도로 기술적인 프리젠
테이션이나 보고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여행업체 분석가가 지적했듯이 “아무도 R2값에
관심이 없다.”

분석가들은 그들이 분석한 순서대로 결과를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선 이상치
(Outlier)를 제거하였고 그리고 나서 로그변환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자기상관관계가
도출되었고 우리는 1년의 시차를 둔 변수(One-year Lag Variable)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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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석결과를 전달받는 청중들은
분석가들의 분석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과와 결과가 전달하는 바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정보를 보고서나 프리젠테이션의 부록에 수록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훌륭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중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라.

MODERN METHODS OF COMMUNICATING RESULTS
오늘날에는 분석결과를 전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이 존재하며, 모든 분석가들은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적절한 전달도구는 상황과 청중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화려함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창한 데이터 시각화 효과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주얼 애널리틱스(Visual analytics, 다른 말로 데이터 시각화)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하였다.
막대그래프와 파이차트는 시각적 디스플레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산점도, 행렬, 히트맵(Heat
Map), 선 그래프, 버블차트, 트리 맵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도표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일부의 경우 비주얼 애널리틱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데이터 변수에 근거하여 적절한 도표를
추천해 준다. 예를 들면 SAS Visual Analytics의
“Autochart”는 이용자들의 결정을 도와주는 도구이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에 “일자/시간 카테고리가
하나 있다면 다른 카테고리가 몇 개이든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선 그래프를 만든다.12

많은 사람들이 정적인 차트를 이용하지만, 비주얼
애널리틱스는 점점 역동적이고 인터랙티브해지고 있다.
스웨덴 교수 Hans Rosling은 그의 유명한 TED
Talk13을 통해 이 접근법을 유행시켰다. 그는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인구 건강 관계를 제시하였다. Rosling은
Gapminder(www.gapminder.org)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사이트는 다양한 인터랙티브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보여준다. 이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추이를 제시할 때 더욱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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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와 분석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래픽보다 결과물을 통해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대기업에서 시장조사
연구자와 전략가로 활동하는 Vince Barabba는 시장조사 결과를 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때 창의적인 사고를 적용하였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 시장조사 부서를 이끌었을 당시
그는 임원들이 3D 모형으로 자동차의 시장 잠재성을 검토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중요한 시장조사 결과를 3D 모형으로 만들어 임원들이 이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수요의 “급등”을 보면서 만지는 경험이야말로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IHG)에는 여러 애널리틱스 그룹이 있다. David Schmitt는
재무조직 소속의 전략기획 그룹을 이끌고 있다. Schmitt의 그룹에서는 IHG의 실적에 대해
보고서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 분석 결과에
관심을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의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청중에 따라 구사할 수 있는 다수의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뮤직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이다. 5분 길이의 뮤직비디오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 뒤에 숨어있는 광범위한 개념을 모두 다룬다. 그리고 나서 개념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두 프리젠테이션으로 논거를 제시한다.

최근 Schmitt의 그룹은 여름철 수요를 예측하는 비디오를 제작하였다. “Summer Road
Trip”이라고 불리는 이 비디오에는 길을 따라 내려가는 자동차가 등장한다. 비디오에서 자동차는
“전방에 높은 수요가 예상됨”이라는 표지판과 시장 통계가 적힌 광고판을 지나치게 된다. 이
비디오의 목표는 다가올 여름에 실적의 주요 동력이 무엇일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각 지역과
연계할지에 대해 직원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Schmitt 말에 따르면 “데이터가 핵심이
아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이다.” 기본 아이디어가 전달되었다면
Schmitt는 데이터를 더욱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선 비디오를 통해 청중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였다.

게임은 분석 결과와 모델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게임을 통해 복잡한 관계에 있는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맥주 회사의 유통과정을 시뮬레이션한
“Beer Game”은 MIT가 1960년대에 개발했는데, 수천 개의 기업과 대학이 “채찍효과(Bullwhip Effect)”와 같은 공급망 관리 모델과 원칙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였다. 기업들은 특정
목표를 전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Schneider National이라는
화물운송회사는 화물차와 트레일러를 배차하는 데 분석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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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목표는 주어진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줄이고 운전사의 유휴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화물을 받을 것인지, 또는 화물차를 빈 채로 이동시켜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플레이어가 내리는데,
이 때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를 이용한다. Schneider는 게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돕는 분석적인 도구들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고, 비즈니스의 역학관계를 설명하고, 직원들이
스스로를 “주문접수자”가 아닌 “이익창출자”로 생각하도록 하였다. Schneider의 일부 고객도
이 게임을 활용하였다.

기업들은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자들이 데이터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eloitte Consulting LLP는 공항 운영에 관한 질문과 보고를 할 수 있는
iPad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Google Maps를 이용하여 특정 항공편이 어느
공항으로 가는지 지도 상에 보여준다. 비행기의 색(나쁘면 빨간색, 좋으면 초록색)은 특정
공항의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를 나타낸다. 지도 상에서 특정 공항의 상징을 터치하면 그 공항의
재정 및 운영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다양한 버튼을 터치하여 직원, 고객서비스 수준, 재정상태,
운영, 문제 영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오늘날의 인터랙티브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것 중의 한 가지 사례라 할 수 있다.

BEYOND THE REPORT
프리젠테이션이나 보고서가 분석 프로젝트의 유일한 결과물은 아니다. 분석가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환경 안에 애널리틱스를 포함시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14 보험, 금융, 소비자
지향 가격 결정 환경(항공사나 호텔 등)에서는 분석 시스템에 기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선택의 여지가 아주 조금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때로 예외적인 사례를 검토하기도 한다) 애널리틱스가 사용될 것이다. 계량
분석가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 대표라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변덕스러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수고도 생략할 수 있다.

온라인 정보산업의 기업들은 페타바이트급 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정보가 급속도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관리와 프로그래밍 기술이 뛰어난
계량분석가)들은 보통 상품개발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15

그들의 목표는 보고나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원형과 새로운 상품의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LinkedIn의 데이터과학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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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조직 산하에 있는데, 소셜네트워크와 일자리 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새로운 제품 특성과
기능을 개발하였다. 그 예로 People You May Know, Talent Match, Jobs You May Be
Interested In, InMaps Visual Network Displays, Groups You Might Like를 들 수 있다.
이 중 일부(특히 People You May Know)는 LinkedIn의 고객층 성장과 유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목표가 의사결정자가 사용하는 접근법을 바꾸는 것이든 상품이나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분석의 초기 단계부터 분석가는 결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훌륭한 분석결과 전달자는 분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체 과정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DR

omas H. Davenport is a visiting professor at Harvard Business School, professor at Babson
College, and a senior advisor to Deloitte Analytics,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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