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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지난 십 여년 간 데이터는 사회, 경제, 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을 낳았고 특히, 클라우드 기술과 개인, 근무 

현장에서의 연결성 증가로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혁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려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데이터 윤리와 프라이버시 관련한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난 5년간 CDO(Chief Data Officer)의 역할이 급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PwC는 전세계 상장사 상위 2,500개를 대상으로 

CDO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CDO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짚어보았다. 그 결과, CDO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1%에 

그쳤으며 산업별 보유 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를 전사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관리하고 관련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로서 CDO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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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ge of data, 
why are there so few 
Chief Data Officers?

https://www.strategyand.pwc.com/de/en/unique-solutions/digital/cdo-2021/strategyand-cdo-study-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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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의 분포 정도

조사 대상 기업의 21%로 저조

원인은 1) 타 C레벨 대비 CDO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식이 

있어도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찾기 어렵거나, 2) Chief Information Officer 나 

Chief Digital Officer 등에게 CDO의 역할을 맡기거나, 3) 전사의 데이터 오너십이 

흩어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때 문제점으로는, 2)의 경우 다른 어젠다에 

밀려 데이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3)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존재한다.

산업별 편향

보험사의 46%, 은행의 42%가 CDO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자동차, 화학 

기업은 각각 10%, 6%에 그치는 등 산업별 편향된 분포를 보인다.

CDO 보유 기업의 비중 및 산업별 분포

. . .

화학 6%

자동차 10%

건설 12%

유틸리티 13%

제약/헬스케어 21%

IT/테크 28%

유통 29%

은행 42%

보험 46%

21%

https://www.strategyand.pwc.com/de/en/unique-solutions/digital/cdo-2021/strategyand-cdo-study-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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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차 보고서 상 데이터 관련 언급

언급 빈도 증가

데이터 또는 관련 용어(AI, 애널리틱스 등)를 언급하는 빈도는 2021년 평균 

52회로 과거 5년 간 연 15%씩 증가했다.

방어적 관점의 언급 증가

CDO를 보유한 기업은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데이터 언급 빈도가 30% 

높았다. 언급된 맥락을 분석한 결과, 혁신적 관점(가치 창출, 고객 경험, 성장 

등)에서 언급된 비중은 16%인데 비해 방어적 관점(보안, 규제, 거버넌스 등)은 

29%로 높았다. 이는 최근 데이터 보안 규제가 강화된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strategyand.pwc.com/de/en/unique-solutions/digital/cdo-2021/strategyand-cdo-study-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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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에게 기대되는 역할

데이터 전략과 관리에 있어서 CEO가 참여하고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
1.

2.
조직 내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전략이 조직 내 다른 

전략과 목표에 연계되도록 정립

3.
조직 내부 데이터의 관리와 더불어 생태계 내 데이터의 수집, 공유, 

상업화를 위해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관리

4.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널리틱스, 머신러닝과 같은 조직 내 

사일로를 혁파할 수 있는 전사의 전략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지원

5.
전사에 걸쳐 직원들이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도록 업스킬링 프로그램 총괄

6.
전사의 데이터 품질과 거버넌스에 있어서 원칙, 정책, 프로세스, 

규제 준수를 책임지며 모니터링

https://www.strategyand.pwc.com/de/en/unique-solutions/digital/cdo-2021/strategyand-cdo-study-2021.pdf


PwC Korea Insight Flash – Chief Data Officer Study    l   6

In the age of data, 
why are there so few 
Chief Data Officers?

Key Questions

CDO가 있는 기업

■ CDO가 최고 의사결정자 중 하나로 목소리

를 낼 수 있는가?

■ 데이터에 대해 혁신적 관점과 방어적 관점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CDO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CDO가 없는 기업

■ 언제 (예: 사업의 규모가 커졌을 때, 사업

의 복잡성이 심화됐을 때) CDO를 도입할 

것인가?

■ CDO를 도입하기로 했을 때 어떻게 적절한 

인력을 확보할 것인가?

현재 CDO이거나 지망하는 인력

■ CDO로서 조직 내 입지가 탄탄한가?

■ 최고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

지는 않는가?

■ CDO로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직

인가?

https://www.strategyand.pwc.com/de/en/unique-solutions/digital/cdo-2021/strategyand-cdo-study-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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