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스포츠 원리에 입각한
접근으로 살펴보는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IDC 조사에 따르면, 조직은 특정 비즈니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텔리전스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술 투자는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
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직은 데이터 인사이트를 활용하
여 비즈니스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 구조, 문화 및 지원 에코시스템을 갖추어
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를 팀 스포츠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전사적으로 인텔
리전스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확장하고 어느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 입니다.

대체적으로 조직은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이니셔티브에 대해 높은 ROI 기대치를 가지
고 있습니다. 기술 구매자들은 인텔리전스 기술 및 서비스 구매의 성공 척도를 기술을 통
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지 여부로 삼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은 보다 빠르게 고품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활용 사례(use-case) 중심의 이니셔티브로 전
환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적시에 가장 특화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조직 민첩성과 탄력성 향상을 의미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팀은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별 이니셔티브를 설계, 구현 및 지원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심층적인 도메인 지식과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인사이트 적용 능력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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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는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를 정보를 통합하는 기능,
얻은 정보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규모에 맞게 인사이트를
적용하는 능력, 조직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중심 
문화로 정의합니다. 아래 IDC가 제시하는 네가지 필러는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를 주도하는 기술 플랫폼을 기반
으로 합니다.

Source: ID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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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목적에 맞는 인텔리전스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에 대한 전사적 합의,
결과 달성을 위한 팀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의사 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문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의류 브랜드인 리바이스(Levi Strauss & Company)는 조직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교훈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2020년 초 리바이
스 사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상업적 가치가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조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 디지털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ʻ전략 및 AI 팀’을 창설했
습니다. 창설된 팀은 곧 AI 솔루션을 구축하고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 기능과 협력하는 통합 수평적 부서로 성장했습니다.

이 부서에서 시행한 솔루션 중 하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리테일 인사이트(Retail Insights)입니다.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여 매장 관리자는 매장 층을
벗어나지 않고도 판매, 재고 및 제품 성능 지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바이스 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글을 통해 한 매장 매니저는 "이 앱은 제가 운
영하는 지점과 타 지점의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이러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제가 속한 팀은 더 뚜렷하고 큰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점이 우수한 성과를 낸다면, 팀원들에게 해당 지점에 연락해 베스트 프렉티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으라고 독려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바이스 사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evistrauss.com/����/��/��/insights-in-the-palm-of-store-managers-
hand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플랫폼 설계 및 배포는 우려와는 달리 조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8월에 실시
한 IDC의 미래의 인텔리전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
장 어려운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도전 과제 상위
10개 항목 중 7개는 기술 플랫폼의 부족보다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혹은 사람과 관련된 문제로 드
러났습니다.

조직이 기업 인텔리전스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전사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언어 부족
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구축을 위한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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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ource: IDC's Future of Intelligence Survey, August 2021 % of respondents

Q. 아래 제시된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관련 도전 과제의 어려움 정도를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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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ʻ기술 플랫폼 요소에 투자’와 ʻ애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인텔리전스를 부여하여 진행중인 워크플로우 지
원’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투자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새로운 개발 방법론과 데이터, IT 및 비
즈니스 팀 간의 협업을 주도해야 합니다. 서베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들도 이미 기업 내부 조직 개편과 경영
변화 등에 투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엔터프라이
즈 인텔리전스 투자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n =1,170
Note: Respondents could select up to three investment areas.
Source: Future of Intelligence Survey, IDC, August, 2021

(% of respondents)

또한, 데이터 통합과 인공지능(AI)·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 문제도 10대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를 저해하는 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팀이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비즈니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사내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기능에 대한 투자는 시장에서 더욱 더 광범위해지는 추세입니다. IDC가 진행한 2021년 미래의 인텔리전스 조사에서 내
부 인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능력 교육은 기업 인텔리전스의 최우선 투자 영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 향후 12개월 내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구축을 위한 귀하 조직의 
가장 중요한 투자 영역은 무엇인가요?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팀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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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Executives): 데이터 및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여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은 전사적인 규모의 데이터 문화를 구축하고 촉진할 책
임이 있습니다.

매니저(Managers): 일반적으로 자신이 감독하는 부서 또는 프로세스의 특정 결과를 책임지고 운영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매니저
는 즉각적인 리포팅을 통해 데이터 사용능력, 지식 공유 및 집단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원(Employees):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역할 및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구축합니다. 직원의 역할은 조직의 학습 역랑에 필수적
인 요소이기에 이들은 전반적인 지식과 분야별 전문 지식을 구축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팀은 조직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의 제시된 팀 플레이어를 공통적으로 포함합니다.

흥미롭게도 외부 데이터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조직에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일입니다. 즉,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는 외부 기술이나 서비
스 공급자가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직 역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는 사람과 프로세스에서부터 점진
적으로 시작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구축되어야 하는 역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텔리전스는 조직 내부에서부터 구축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전문 서
비스 제공 업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텔리전스 팀의 중요한 기술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인재 공급, 고객이 데이터
및 조직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베스트 프렉티스 케이스 및 프레임워크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이 학습 능력을 갖추고, 부트캠프, 워크샵 및
교육 리소스를 통해 데이터를 인식하며, 읽고 쓰는 능력 및 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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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공지능, 애널리틱스, 자동화, 데이터 관리 및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은 민첩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필수적인 속도 및 정확성으로 방대한 양
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에게 도움을 주기에 인텔리전스 팀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혹은 서드파티) 서비스 공급업체: 전략적 조언, 베스트 프렉티스, 방법론, 도메인 전문 지식, 기술 스킬, 솔루션 개발, 코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분석 및 트레이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텔리전스 팀을 지원합니다.

산업 및 학회 관련 에코시스템 파트너: 네트워크 생성, 공통 표준 수립, 데이터 및 인사이트 공유, 인재 영입, 혁신 추진을 통해 조직의 집단 인텔리전
스 구축 능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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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구매자를 위한 조언

먼저 직원과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어 조직의 기본 학습 능력을 설정합니다. 경영진과 관리자를 넘어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통해 비즈니
스 결과를 개선하는 역량을 전사적으로 구축합니다.

내부 데이터 리터러시 스킬을 평가하고 전사적으로 데이터 사용 능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조직 문화, 구조 및 지식 관리 시스템
을 평가하고, 이들이 어떻게 데이터 중심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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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구축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IDC 보고서 Enterprise  Intelligence Teams
Expand Capacity to Lear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uture of Intelligence(미래의 디지털 인텔리전스)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비디오를 시청하시거나
idc.com/FoX.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 고유의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니즈를 충족해주는 기술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직의
직원 인텔리전스를 높이기 위해 AI와 같은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과 이러한 기술이 이상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팀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조직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산업 내/외부의 다
른 조직에서 배운 베스트 프렉티스와 이를 통해 배워야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 내 인텔리전스 팀의 연장선상에서 귀사와 협력하여 직원, 프로세스, 데이터 및 기술 전반에 걸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 방법론 및 솔루션
을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파트너를 모색해 보십시오. 

보고서 구독 문의: 한국IDC 마케팅 팀 (idckrmarketing@i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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