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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언제인가?

출근 후 아침에 갖는 자기 계발 시간과 퇴근 후 아이들

과 보내는 시간이지요. 특히 출근 직후인 8시 10분부터 

업무 전까지의 50분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어서 사무실이 아닌 

18층 스마트 러닝센터에서 독서나 리서치 시간을 갖습

니다. 공기도 쾌적하고 전망도 좋아 하루를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지요.  

내 삶의 철학이 있다면?

‘동기부여를 잘하자!’입니다. 동기부여는 내가 하고 있

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는 물론, 업무의 결과물과 퍼포

먼스에 큰 차이를 낳지요. 향을 감추기 위해 제아무리 

여러 겹의 종이로 꽁꽁 싸맨다 해도 종이에 향이 배어나

오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석사과정을 

마친 뒤 제가 맡은 첫 업무는 데이터 검색엔진 관련 엔

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

해서는 통계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이후 다시 학부에서 통계학 

정규 과정을 밟았습니다. 과학적인 단계를 거칠수록 결과물이 탄탄해진다

는 즐거움이 저를 이끌었죠.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습

니다. 때마침 운 좋게 빅데이터 붐이 일면서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와의 

다리가 생겼고, 이후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전문가의 업무가 궁금하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협업 종사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를 하다보면 또 다른 측면까지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분석하는 일을 하지요. 

현재는 MNO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동

기부여가 중요한데, 이는 해당 데이터에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생깁니다. 그 흥미로운 질문은 개인이 궁금했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업무

적으로는 원가절감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켓 톱이 되기까지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롤모델이 없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롤모델이 필요 없어졌지요. 돌이켜보면 그 시점은 스스로 제 

기술과 경험으로 충분히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진 때와 크

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을 즐기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물

론 이렇게 생각하면 측정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이

야기할 수 있으나, 생각보다 많은 업무의 성과를 조금만 고민해보면 측정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 결과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데이터 분석,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저 역시 실생활의 의사 결정을 위해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

으로는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추후 구매를 하기 위

한 의사 결정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스스로 학습한 

것을 반추하는 공간으로 시작한 제 블로그(freesearch.pe.kr)의 트래픽 추

이를 보고 어떤 블로그 호스팅 상품이 가장 좋은지도 판단하지요. 최근에

는 심장박동수에 대한 데이터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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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일을 찾아라!” 

그렇다면 당신의 출근길은 경쾌할 것이며 

근무시간은 즐거울 것이다. 

바로 그 주인공! 

우리 회사 마켓 톱을 찾아 나섰다. 

첫 주인공은 SK텔레콤을 대표하는 

데이터 전문가, Data Insight팀의 전희원 매니저다. 

지금부터 그가 마켓 톱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Our Market Top  

내 일에 
특별한 
동기부여를 
찾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