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2018년에 주목해야 할 분석 트렌드 



미래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가  
주도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전세가 역전되는 와중에 최신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의사결정권자의 85%가 

재정난에 시달리거나 경쟁업체에 뒤처지기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과감히 

덤벼들기까지 2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조직의 경우 

이러한 준비는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기술을 사용해 고객 환경에 혁신을 가져오고 새로운 비스니스 모델을 찾아 

구현하는 최초의 기업은 어디나 시장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기업은 “디지털 적자생존 시대”라고 하는 이 기간에 도태됩니다.

미래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규제, 기술, 시장 및 경쟁을 예측해 이를 기회와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가 주도합니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 수천 명에게 보고서를 배포합니다.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넘어 모든 부서, 장치 및 구성요소에 

혁신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조직의 2020년, 그리고 2030년의 비전을 중점적으로 준비할 때 Boris Evelson, 

Michele Goetz, David Menninger, Jen Underwood, Ronald van Loon 및 Ray Wang을 

비롯한 MicroStrategy는 기업 조직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부터 주목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위 트렌드를 추렸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 지능에서부터 기계 학습 및 자연어 생성 그리고  

몇 가지 인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MicroStrategy는 여러분이  

이러한 트렌드 모음을 미래를 살피고 계획하기 위한  

리소스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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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1: AI가 
재형성하는 분석 

및 비즈니스 혁신 



트렌드 1: AI가  

 재형성하는 분석 및 비즈니스 혁신 

Boris Evelson
Forrester Research의  

VP 겸 수석 애널리스트

Boris Evelson은 BI(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해 기업이 BI 전략, 거버넌스 

및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최종 사용자 경험에서 

사용할 정보를 입력하는 데 유용한 

벤더 및 기술을 식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Boris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구현, 

경영 컨설팅 및 전략적 자문 기술 

분야에서 30년이 넘는 경력을 

쌓아오고 있으며 Textra, JPMorgan, 

PricewaterhouseCoopers 및 Citibank에서 

경영진으로 근무했습니다.

Michele Goetz
Forrester Research의  

수석 애널리스트

Michele Goetz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최고 데이터 관리자 및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면서 데이터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동시에 통찰력 

기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ichele은 인공 지능 기술 및 자문, 

의미론적 기술, 데이터 관리 전략, 

데이터 거버넌스 및 데이터 통합에 

대해 연구합니다. Michele은 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분서 

분야에서 20년이 넘는 경력을 쌓아 

오고 있으며, Forrester에 입사하기 전에 

Marketing at Trillium Software의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Forrester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종합해 보면 “CIO와 CDO(최고 데이터 관리자)가 통찰력 

기반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경우 2018년은 이들이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리프트 앤 

시프트(lift and shift) 접근 방식이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Forrester의 2018 AI 예측에서 Microstrategy는 데이터 및 분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CIO에게 AI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응 방식에 대한 실용적이고 명확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Microstrategy에서 2018년 AI가 기업을 어떻게 편성할지를 예측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 AI가 재형성하는 분석 및 비즈니스 혁신: 기업의 25%가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포인트 앤 클릭(point-and-click) 분석을 보완할 것이고, 20%의 기업에서 AI가 의사를 

결정하고 실시간 지침을 전달할 것입니다.

• 과거의 데이터 관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빅 데이터 환경: 2018년에는 기업의 약 

33%가 데이터 레이크를 유지하던 지원을 중단할 것이고 절반의 기업이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채택할 것입니다.

• 기업에서는 통찰력 활성화를 위해 전통적인 데이터 및 분석 역할을 다시 만들어갈 

것임: 기업의 약 64%가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고객 통찰력 센터를 만들고 데이터 

엔지니어는 2018년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 직업이 될 것입니다.

• 3차원 체스만큼 복잡해질 통찰력 시장 환경: 2018년에는 80%의 기업이 통찰력 

역량의 일부분을 통찰력 서비스 공급자에게 의존하면서 IaaS(Insights-as-a-Service) 

시장이 두 배로 커질 것입니다.

2018년은 CIO가 AI와 같은 신기술에 투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조직에서는 새로운 역할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단순히 이전 

아키텍처에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파고에 맞설 수 있도록 전체 운영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해 이러한 역할과 프로세스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2018년은 CIO가 AI와 같은 
신기술에 투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Boris Evelson, Michele Goetz,  
2018년 예측: AI에 대한 엄연한 사실 –  

AI에 플러그 앤드 플레이 때처럼 대응하면 실패할 것,  
Forrester Research 블로그, 2017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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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2: 데이터 과학 및 분석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Teresa Green
MicroStrategy의 글로벌 
인재 인수 부문 VP 

Teresa Green은 MicroStrategy의 

인재 인수 부문 부사장으로, 데이터 

과학 및 분석 역량을 갖춘 현재와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40명이 넘는 인수 

리더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MicroStrategy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Gartner의 전신인 CEB에서 글로벌 

인재 인수 책임자로 재직했습니다. 

또한 Capital One, Deloitte Consulting 

및 Marriott International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Teresa는 메릴랜드 대학교의 부속 

단과 대학에서 경영 과학(Science in 

Business Management)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데이터 과학 및 분석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 기업 조직에서는 뛰어난 분석 인재를 채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BHEF(Business Higher Education Forum)와 PwC 보고서인 Investing in America’s Data Science 

and Analytics Talent: The Case for Action (미국의 데이터 과학 및 분석 인재에 대한 투자: 

행동에 대한 근거)에서 2020년에는 데이터 과학 및 분석 역할 관련 채용 건수가 27만 

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중 상당수는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운영 

또는 IT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는 전체 조직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BHEF 및 

Gallup에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59%가 2020년이 되면 모든 재무 및 회계 

관리자에게 데이터 과학 및 분석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고, 51%는 모든 마케팅 

및 판매 관리자에게 이러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49%는 

모든 임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고, 모든 업무 관리자에게도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한 직원도 48%에 이릅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학생 중 5% 미만만이 데이터 과학 및 분석 과정을 수강하고 있어 

미래의 인재 공급이 필요를 충족하도록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데이터의 역할에 주목하는 고용주 중 69%는 향후 몇 년 이내에 

무엇보다 데이터 과학 및 분석 기술을 갖춘 구직자를 선호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교육자 기관에 따르면 2021년 졸업생의 23%만이 이러한 기술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기업 조직에서는 현재 인재 영입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며 또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사내 인재를 양성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데이터 과학 및 분석 
역할 관련 채용 건수가 27만 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터 과학 및 분석 인재: 행동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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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3: 실시간 분석과  

 배치 기반 분석의 컨버전스 

Tim Lang
MicroStrategy의  
최고 기술 책임자 

Tim Lang은 MicroStrategy의 CTO로, 

이전에는 Talemetry Inc.의 최고 제품 

책임자와 수석 부사장 그리고 제품 

전략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재직 

중에는 SAP AG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테스팅 

및 제품 관리를 책임지면서 제품 

관리(보고 및 시각화 제품 라인)의 

부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Tim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사업부(SAP 

비즈니스 오브젝트) 전체의 제품 

관리를 책임졌었습니다. 호주의 

멜버른 대학교에서 정보관리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실시간 분석과 배치 기반 분석 분야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분석 기능을 

갖춘 사람은 실시간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야 합니다. 

실시간은 단순히 스트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스트리밍 및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객 유입과 유출을 실시간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사용하는 소매점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있으면 분석 

애플리케이션은 수익이 가장 높은 제품 범주를 예측할 수 있고 고객 유입 및 유출, 

판매 직원 및 과거 매출을 결합해 최적의 판매 직원 분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여러 소스에서 얻은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 및 

저장하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의 분석을 융합하면 실행 가능한 분석에 대한 다수의 새 사용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소매업체의 80%가 앞으로 
3년 이내에 사물 인터넷이 기업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매업체의 70% 이상은 센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소매 시스템 연구: 소매업체에서의 사물 인터넷:  

높은 기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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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4: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음성 및 자연어 인터페이스  

“음성 및 자연서 처리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도래 이후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에 가장 중요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는 키보드와 마우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고 그 결과,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의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언어는 일상적인 상호 작용을 위한 인간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모든 유형의 장치가 사용자의 언어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범위한 대상 간에 관련 기술 유형이 채택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전통적으로 조직 전체에서 광범위하고 정기적인 사용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석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트렌드에는 음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어 생성 역시 이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차트로 가득한 표를 판독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같은 정보에서 도출한 결과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 

작성된 요약은 모두가 읽을 수 있고 많은 유형의 데이터 표시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을 

줄여줍니다. 

기업으로서 우리는 정보 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도와 지리적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작 사용자는 지도보다는 텍스트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음성과 자연어 인터페이스는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직에서는 이러한 옵션을 살펴보고 내부 시스템에 접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기술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2020년이면 음성 조사가 모든 
조사의 50%를 차지할 것입니다.

comScore의 예측 

David Menninger
Ventana Research의  
부사장 겸 연구 이사

David Menninger는 Ventana 

Research에서 데이터, 정보 및 분석 

기술의 전반적인 조사 방향을 

책임지고 있으며, IT 성능 관리 및 

IoT를 포함한 특정한 추가 조사 범주와 

함께 분석, 빅 데이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정보 관리를 비롯한 

주요 분야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David는 25년이 넘는 경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뛰어난 데이터 및 

분석 기술을 제공합니다. Pivotal(Dell/

EMC)의 전략 담당 부서에서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로 근무했으며 Vertica 

Systems, Oracle, Applix, InforSense 

및 IRI Software에서 마케팅 및 제품 

관리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또한 

벤틀리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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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 Owen
MicroStrategy의  
제품 마케팅 부문 수석 
부사장 

Hugh Owen은 MicroStrategy의 제품 

마케팅을 책임지는 수석 부사장으로, 

MicroStrategy의 엔터프라이즈 분석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제품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기 전에는 

2010년에 MicroStrategy의 모바일 

제품 사업부를 출범해 운영했습니다. 

2006년~2010년에는 수석 제품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MicroStrategy의 

새로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했습니다. 

2000년~2006년에는 MicroStrategy 

Technology Services에서 기술 

지원 엔지니어 및 프리미엄 지원 

엔지니어로서 BI 부문에서 첫 경험을 

쌓았습니다. Hugh는 영국 소재 바스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우등)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분석 시장은 계속해서 벤더 컨버전스(시장 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컨버전스와 도구 

컨버전스 (조직 내), 이렇게 3가지 요소 간의 컨버전스에 주목할 것입니다. 

벤더 컨버전스: 광범위한 분석 분야에서 인수/합병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분석 

시장은 새로운 부분이 틈새 기회와 연관된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은 문제점을 해결해 여러 분기 동안 수익 및 성장을 가져다주지만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 인수/합병 기업은 

원래의 출구 전략을 실현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출구는 일반적으로 큰 부분을 빠르게 매각해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가능성 부족으로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M&A 활동으로 업계의 벤더 수는 계속해서 줄겠지만 분석 분야는 사라진 벤더를 대신할 

새로운 벤더가 등장해 조직의 특정 하위 세트를 위한 특정 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분야입니다. 

대규모 벤더는 소규모 벤더 및 그 고객을 인수하거나 혁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접근 방식을 찾아갑니다. 지난 5년 동안 새로운 소규모 기업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중 상당수가 재정적으로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분석 시장에서 더 많은 M&A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장 사항: 1~2년 이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속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간에 

필요한 도구를 확보하십시오. 3년 이상 걸리는 솔루션을 원한다면 대기업의 눈치를 볼 

일이 없거나 사모펀드투자자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벤더를 인수하십시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컨버전스: 지난 몇 년 동안 기술 진보의 범위(또는 기술 진화의 

파고)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바일, 클라우드, 빅 데이터, 

데이터 검색 및 보안 이외에도 음성, AR, VR, AI, 차세대 분석, IoT, 원격 측정 등에서 기술이 

크게 진보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이러한 기술은 비즈니스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하고 

즉각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와 같이 새로 등장한 기술이 계속해서 중첩과 병합을 반복할 것입니다. 

차세대 분석은 확장된 지능을 위한 AI와 통합될 것이고, 기계 학습은 빅 데이터(즉, 정형 

데이터 또는 반정형 데이터)와 관련해 그 가치를 발할 것입니다. 음성 및 스마트 봇은 

정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혁신적인 환경을 가져다줄 AI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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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분석 
에코시스템의 
기반이 될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이러한 
플랫폼으로 
가능한 한 많은 
프로젝트를 
병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및 
엔터프라이즈 
자산과 타사 
라이브러리를 
이러한 플랫폼에 
연결하는 
기업을 주시할 
것입니다.” 

Hugh Owen 

보안 시스템의 원격 측정 데이터는 많은 정보를 생성할 것입니다. 빅 데이터 

스토리지는 인간으로부터 기계 유사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차세대 

분석은 원격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근접성을 기반으로 답변과 분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분석은 스마트 조정을 위해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합해 물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할 것입니다. 

기술 간의 교차가 다양해질 것이고 각 기술의 진화는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주위의 다른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도구 컨버전스: 조직에서는 필요한 분석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을 보유해 왔습니다. 다양한 문제는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으며, 부서 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도구의 통합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도구의 경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IT 소비화를 통해 조직 및 부서와 사용자는 즉시 문제를 해결 또는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T/IS 팀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길 기다리지 않고 사용자가 무료 제품을 다운로드하고, 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구를 구입하고, 오픈 소스 기술을 사용하고, 사업가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해 다음 상황 검토 시 상사 앞에서 뛰어난 면모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IS/IT 팀은 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무료 도구 또는 저렴한 도구를 따라잡거나 

뛰어넘는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와 괜찮아 보였으나 확장 불가능한 

여러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두 가지 트렌드로 마침내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기업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도구가 갑자기 좋아 보이기까지 할 때 IS/IT 팀과 기업은 둘 다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에서 지난 5년여 동안 구입했던 다양한 도구에 

대한 필요가 줄었습니다. 

2018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분석 에코시스템의 기반이 될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이러한 플랫폼으로 가능한 한 많은 프로젝트를 병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및 엔터프라이즈 자산과 타사 라이브러리를 

이러한 플랫폼에 연결하는 기업을 주시할 것입니다. 기업은 도구 선택보다는 분석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고, 사용자는 자체 분석 

기능에 연결할 강력한 Mac, PC, 웹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얻고 관리자와 경영진은 

비즈니스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 IS 팀은 

관리 및 지불해야 할 도구의 개수와 필요한 거버넌스가 줄고, 그 곁에서 작업하는 

만족한 비즈니스 사용자는 각자의 비즈니스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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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의 등장  

Jen Underwood
Impact Analytix의 
설립자 

Jen Underwood는 Impact Analytix, 

LLC의 설립자로 인정받는 분석 업계 

전문가로, 전 세계 분석 제품 관리, 

설계 경력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보고, 시각화 및 예측 분석 솔루션 

개발 부문을 넘나드는 20년이 

넘는 고유한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Jen은 InformationWeek, 

O’Reilly Media 및 기타 업계 관련 

서적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스콘신 대학교 밀워키 

캠퍼스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우등으로 취득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컴퓨터 공학 - 데이터 마이닝 준석사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강 분석 접근 방식으로 분석 지형은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AI에 의한 검색, 

자연어 및 지능적 분석 자동화 혁신은 인간-컴퓨터 경험에서 광범위한 변혁을 가져와 

분석 및 데이터 과학의 힘을 민주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BI의 첫 번째 물결을 와해시킨 첨단 셀프서비스 BI의 두 번째 물결과 유사하게 

세 번째 물결인 증강 분석 기술은 다시 한번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증강 분석은 인간 

정신의 미학과 인공 지능을 결합합니다. 증강 분석 접근 방식은 스마트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실행 가능합니다. 과거 보고서 및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증강 

분석은 예측적이고 규범적인 실행 가능한 지침을 자동화합니다. 증강 분석을 초기에 

도입한 기업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로 통찰력 및 향상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증강 분석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개념으로, 데이터 소스 

찾기에서부터 중요한 통찰력 검색에 이르기까지 전체 분석 수명 주기를 빠르게 개선 

및 확장합니다. 차세대 증강 분석 기능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준비 및 정리하고, 기능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주요 통찰력을 식별해 순위를 정하고, 가정적 질문에 답변하고, 

제안 사항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바다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인간이 직접 수행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편파적이지 않게 적절하게 준비된 데이터를 제공하면 증강 분석은 놀라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분석은 통계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부정확하고 편파적이거나 질 나쁜 데이터가 품질이 낮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무가치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무가치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통계, 데이터 웨어하우징 또는 운영 보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처럼 자동화된 증강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BI의 첫 번째 물결을 
와해시킨 첨단 셀프서비스 BI의 두 
번째 물결과 유사하게 세 번째 물결인 
증강 분석 기술은 다시 한번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Jen Under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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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7: 기계 학습, AI,  
엣지 및 비디오 분석 

Ronald van Loon
상위 10위의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 

Ronald van Loon은 빅 데이터, IoT, 

데이터 공학, 기계 학습 및 예측 분석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상위 

10에 랭크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Onalytica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빅 데이터 전문가로 

꼽혔습니다. Ronald는 더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되도록 통찰력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일을 비롯해 조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implilearn의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업계 

이벤트에 자주 초청되어 연설을 하며, 

Dataconomy, Data�oq 및 Data Science 

Central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와해시키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 모든 

업종의 조직에 진정으로 매력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트렌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 트렌드는 인공 지능과 기계 학습 기능을 주위에서 발생하고, 기업이 가치 

있는 분석 기반 통찰력을 유도하는 실시간 데이터 및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모든 대규모 소프트웨어 벤더에서는 현재 자사의 기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AI 및 ML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AI 및 ML과 같은 디지털 기능을 지원해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메인스트림 AI 및 

ML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손쉬운 사용은 

‘소극적인 활용’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 

속도, 응답성 및 지능적인 자동화는 대기업에서 이러한 기능을 널리 채택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업에서 개별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자체 인프라 및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 지능과 

기계 학습은 앞으로 수년 동안 중요한 분석 기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둘째, 2020년이면 약 30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연결된 장치의 대규모 

증가로 인한 엣지 분석의 가파른 성장세가 있습니다. 많은 장치에서는 중앙에서 

분석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엣지 분석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센서 또는 연결된 장치든 상관없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모든 지점에서 실시간 분석을 수행하는 기능을 조직에 선사하는 IoT 

지원 센서의 증가에 따라 엣지 분석 애플리케이션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엣지 분석은 기업에서는 매우 많은 연결된 장치에서 생성되어 중앙에서 

분석된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스트리밍 데이터는 무리하게 사용된 중앙 시스템과 느리거나 제한된 네트워크 

가용성으로 인해 지연된 분석을 비롯해 기업에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세 번째 트렌드는 비디오 분석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및 보안 

카메라와 같은 연결된 장치에서 비디오카메라의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는 비즈니스에 중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또 다른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디오 분석은 AI 및 IoT와 같은 디지털 기능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떠오르는 트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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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7: 기계 학습, AI,  
엣지 및 비디오 분석 

“2022년까지 
약 290억 
대의 장치가 
연결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180억 대는 
IoT와 관련될 
것입니다.”

Ericsson Mobility Report,

 2017년 6월 

비디오는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한 또 다른 매체가 되었으며 기업에서는 소매점, 

법의 집행 및 도시 감시에 비디오 분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I 및 기계 학습과 

같은 지능적 기술로 강화되면 조직에서는 안면 태깅, 추적 기술 및 미세 표현 

분석을 비롯한 비디오 분석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 강화된 비디오 분석은 비디오 내에 포함된 막대한 양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사람, 자동차, 트럭, 교통 및 자동차 번호판 등과 같은 

물체를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분석은 시스템 간에 보다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해 조직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 및 예측이 가능하게 

하고 지능적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 빌딩의 개발이 늘어남에 따라 

비디오 분석은 점점 더 실행 가능하고 중요한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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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8: 분석 및 통찰력 
 스트림의 액세스와 소유권 

실리콘 밸리 소재 Constellation 

Research, Inc.의 수석 애널리스트, 

설립자 겸 회장인 R “Ray” Wang은 인기 

있는 비즈니스 전략 및 기술 블로그인 

“A Software Insider’s Point of View”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Wang은 Forrester 

Research, Oracle, PeopleSoft, Deloitte, 

Ernst & Young 및 Johns Hopkins 

Hospital 등과 같은 기업에서 제품, 

마케팅, 전략 및 컨설팅 부문 경영진을 

역임했습니다. Ray는 Harvard Business 

Review의 정기 기고자이고 Wall Street 

Journal, Forbes, Bloomberg, CNBC TV, 

Reuters, IDG News Service 및 전 세계 

기타 미디어에서 그의 말이 자주 

인용됩니다. 또한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에서 출판한 디지털 

비즈니스의 파괴적 혁신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업무에 중요한 데이터 중 60%는 더 이상 회사 내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데이터 

레이크에 있지 않습니다. 조직에서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해 정방향으로 

이동하는 배치, 거의 실시간, 실시간 및 예측 스트림에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분석 수익 창출의 가장 큰 기회 중 하나는 통찰력 스트림의 개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소스와 가장 분명한 소스에서 

나옵니다.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소스에는 소비 전력, 물 사용량, 건물 방문자 수, 인도의 

유동 인구 및 주차장의 밀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스는 일상적이거나 쓸모없어 

보이지만 대규모 통찰력 브로커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져다 문맥상 관련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분명한 소스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인력 성과 

데이터, 고객 만족도 데이터 및 제품 품질 통계 등과 같은 내부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목표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 차별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는 데이터 하우스를 정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강력한 

거버넌스, 데이터 준비, 스트리밍 및 민첩성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Harvard Business Review에서 공유한 빅 데이터/통찰력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3가지 모델을 함께 제공되는 그래픽(여기를 클릭)에서 기꺼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틀림없이 모든 조직에 유용할 것입니다. 

제가 기업 조직에 주목하라고 권장하고 싶은 또 다른 트렌드로는 인피니트 앰비언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개인 맞춤 생산은 네트워크 및 플랫폼 간 백그라운드에서 

통찰력을 통해 전달됩니다. AI 기반 스마트 시스템은 인피니트 앰비언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간의 의사결정을 강화할 것이고, 

결과를 예측하고, 규제 준수를 가능하게 하고 리콜을 줄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조직은 데이터, 컨텍스트, 여정 설계 및 추천 엔진으로부터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토대입니다. 디지털의 모든 터치 
지점, 모든 클릭, 모든 바이트를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R. “Ray” Wang 

R. “Ray” Wang
Constellation Research의  
설립자 겸 수석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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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트렌드와 통찰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올해의 엔터프라이즈 분석 통찰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witter에서 아래 전문가들을 팔로우해 보십시오. 

Boris Evelson

@bevelson 

Michele Goetz

@mgoetz_forr 

Teresa Green

@teresarecruits 

Tim Lang

@timlangCTO 

David Menninger

@dmenningervr 

Hugh Owen

@hughtowen 

Jen Underwood

@idigdata 

Ronald Van Loon

@ronald_vanloon  

Ray Wang

@rwa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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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ATEGY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MicroStrategy(나스닥: MSTR)는 엔터프라이즈 분석 및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적인 선도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분석 분야의 
선구자인 MicroStrategy는 사람들이 더 나의 결정을 내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MicroStrategy는 기업 고객에게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와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해 고유한 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info-kr@microstrategy.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MicroStrategy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LinkedIn, Twitter 및 Facebook에서 MicroStrategy를 
팔로우하십시오.

MicroStrategy의 역량, 고객 성공 사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무료 평가판 

링크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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