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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분야의 변화 사이클이 짧은 격변의 시 에 공공부문의 IT는 “정보시스템의 효율  도입  운

 등에 한 법률”에 따라 구축되고 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각 기  조직의 략실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EA를 구축하고 있다. 한 조직의 통 폐합 등 변

화에 따라 기존에 운 되고 있는 시스템  서비스들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작은 산을 통하

여 기에 빠르게 모형이 표 화되고 EA 지원시스템에 목표 아키텍처로 등록되며 행화 되는 구조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따라 해당조직의 통 폐합 과

정에서 추진한 지난 정부에서의 사례 제시를 통하여, 민간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로세스의 변화에 능동

으로 응이 어려우며 업의 참여가 소극 인 특성을 가진 공공기 에 합한 EA 행화와 구조개선 

사례를 제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유사 공공기 들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안 한다.

1. 서론

    산업,  세 를 통하여 격한 변화가 진행 되고 있

는 오늘날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 시 에, 

정보통신 IT기술은 과거와 달리 첨단과학과 융합기술을 통하

여 빠르게 발 하고 있으며 민간, 산, 학, 군사 분야뿐 아니라 

국가 행정 반에 걸쳐서 두루 향을 미치고 있다.[2]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이를 체계 이고 과학 으로 빈틈없이 수행

해 나가기 하여 각 기 마다 다양한 정보체계가 구축 활용

되고 이에 따른 행정 업무 로세스가 변화되며 새로운 정보

환경에 한 요구를 발생 시키고 이는 필연 으로 정보화에 

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알

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상은 각 업무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는 표  업무 로세스의 부재, 미래의 종합 청사진 

제시가 미흡하여 연계성이 부족한 단일체계 심의 정보화

사업 시행으로 정보 공유  근이 제한되는 정보단  

상과 기능확장  신규기능 추가시 기존 운 체계 활용  

개선이 제한되는 문제 이 상존하고 있었다.[1] 이를 해소하

기 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체 조직의 아키텍쳐( 사 아

키텍쳐, Enterprise Architecture : 이하 'EA') 구축 수행 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시행 운 하고 있다.

   우리 기 도 정부의 IT정책에 부응하고 정보화기반기술

을 선도한다는 취지아래 ‘EA기반의 ISP사업’ 추진을 통하

여 표 화된 EA를 구축 운 하 으며, 시행과정 에 새 

정부 교체기간을 맞이하 고 정부조직  산하 공공기 의 

통폐합 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각 기 에서 분산 운  

이던  Legacy시스템  서비스들의 분리/통폐합 과정에 직

면 하게 되었다. 일반 으로 정보화 략계획과 정보기술아

키텍처 수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본 사업은 기 통합이

라는 사회조직  특성을 EA활용을 통한 행화와 구조개

선이라는 로세스를 통하여 공통 으로 수행되는 주요 활

동들의 복업무를 배제하고 시스템의 재사용을 극 화 하

는 방향에서 추진하면서 산 , 시간  성과를 창출하

다. 이번 연구는 비즈니스 로세스의 통합과 표 이라는 

두 개념으로 압축되는 EA가 복성 방지라는 소극  역할

에서 상호 운 성 증 를 한 효율 이고 체계 으로 정

보자원 리를 통해 성과지향 인 조직목표 달성에 필수

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게 됨에 따라, 조직변화에 따른 

EA의 행화  구조개선 사례를 제공하고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지를 제시 하 다.[7] 

2. 기존 통합  임워크

   IT분야에서 ‘아키텍쳐’란 시스템의 구성요소, 요소  환

경간의 상호 계, 그들의 설계와 개를 리하는 원칙들이 

포함된 기반조직체를 의미하며, 아키텍쳐 개념은 고  건축학

에서 인용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IBM의 Jone Zachman이 정보

시스템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자크만 임워크’ 를 

통한 건축 설계도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1987년)[1]   

  일본의 경우, EA의 목 을 복시스템의 배제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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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의 주도하에 각 정부의 정보시스템을 공통화 해 간

다는 계획과 유사한 기능을 통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작성하고 업무  정보시스템 최 화 계획수립  지침 제2

을 2004년 2월에 발표하는 등 본격 인 EA 활동을 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몇 기업  융가 에서 EA도입  활용

을 시작하여(2000년 ), 자정부 31  추진과제로 ‘범정부 

ITA 용’이 채택된 이후(2003년), EA (Enterprise Architecture)  

련 법률을 제정하 고(2005년 12월), 2006년 7월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공공기 은 EA도입이 의무화 되었다. 이후 

EA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각 기 의 아키텍쳐 개념을 확 한 

범정부 EA개념이 도입되었고 (2008년),  2010년 자정부법 개

정으로 정보기술아키텍쳐의 도입 운   정보시스템에 한 

감리제도 운  등의 주요내용을 통합 으로 규정하여 EA의 도

입 활용은 개별기 을 한 산출물 메타모델과 범정부를 한 

정보기반 모델이 구분되어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하

다.[5][6] 2012년말 기  1,400여개 기 에서 범정부 EA를 기반

으로 정보자원 황을 리하고 그  99개 기 은 자체 EAMS

를 구축 운 을 통해 기 체 정보자원을 리하고 있다. 176

개 EA도입 상기  110개(62.5%)가 EA를 도입하여 행정기

은 완료단계이고, 공공기 은 48%가 도입 운 되고 있다.

   미국 공공기 으로 CIO의 모임인 CIO Council[2001]의 보

고서에 따르면 EA를 용하는 주된 이유로 정렬(alignment), 

통합(integration), 변화(change), 기출시(time to market), 컨

버 스(convergence)의 다섯가지를 언 하면서 EA를 통해 조

직 미션과 업무기능의 이해, 업무와 IT의 연계, 복잡한 시스템

을 리하기 한 구조  제공 등의 장 이 있다고 했다.  

 해외 용기 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공기업  공

공기 에서 정보화 투자 산 감,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복성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 다.[8]

 (그림 1) 사업추진 차

   공공기 인 우리 기 에서도 법률 제816호 8의 일명 ‘ITA법’

에 의해 (그림 1)과 같이 정보화 략계획과 정보기술아키텍

처를 수립하 고 기 통합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 으

로 수행되는 주요 활동들의 복업무를 배제하 으며, 시스

템의 재사용을 극 화 하려는 우리정부 EA도입 3가지 목표

와 방향인 Alignment, Integration, Transformation을 추진하

다.  기 구축되고 운 되던 EA의 정보기술역량을 통하여 본 

사업을 수행 하 다.  정보기술자원 들의 한 조합이 정보기

술역량을 창출하고 조직의 이윤을 높이고 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보기술역량은 계역량, 기술역량, 인 역량 

등 3가지 요소로 분류되어 정의되며, 계역량이 EA를 도입한 

조직의 목 인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아키텍처의 상호 연계를 

유기 으로 운 하여 정보시스템의 복잡성과 복성을 해결할 

수 있다.  IT거버 스는 조직의 IT역량을 증 시키는 일종의 메

커니즘이다. EA역량은 조직의 목표  략과 연계하여 사  

정보화 목표를 달성하기 한 EA체계를 도입  리 활용하기 

한 능력의 정도이며 사 으로 EA를 통한 정보화 성과를 창

출하는 수 을 의미한다.  EA 역량의 구성요소로 EA수립역량, 

EA 리역량, EA활용역량으로 정의 한다.[4] 

     통합작업을 하여, 환경분석 임워크는 PEST기

법 (Political, Economical, Social, Technological)  기법을 

활용하여 외부환경분석과 내부환경분석으로 구성 하 으며, 

(그림 2) 각 분석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방향성을 결정하

기 한 략방향성을 도출해서 분석 하 다. 황분석 

임워크는 조직, 업무 기능, 주요사업계획을 포함한 업무 황

분석과 정보화분석 그리고 인터뷰  설문분석으로 구성되며, 

각 분석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방향성을 결정하기 한 개

선방향성을 도출하여 분석 하 다. [7] 

(그림 2) 용된 PEST 임워크

   정보화분석 단계에서는 기존 조직의 정보화 황을 조사, 분

석 하 고, 그 황은 HW 시스템, SW, 서비스, 시스템 아웃 

소싱 등으로 나뉘어  <표 1>과 같이 용되었다. 통합 상 규

모의 비교 참조를 하여 용된 수치를 시하 다. 

<표1> 통합 상 HW, SW, 서비스 

HW

운영서버
UPS

항온
항습

라우터
L4

스위치
스위치 AP 소계

서버 DB 백업 합계

172 18 3 193 6 6 5 13 114 16 546

SW
홈페이지

경영정보 및 
그룹웨어

사업관리 기타 소계

38 31 13 23 105종

서비스

그룹웨어 등 웹서버 WAS DB SSO 검색엔진 기타

15종
2454 users

8종
25 

users

10종
31 user

13종
1004 
users

4종
56 user

6종
8 users

56종
3578 users

   상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이 용되었고, 데이터 리

방안은 통합  Legacy시스템과 통합 후 시스템의 무결성 보장

을 하여 (그림 4)와 같은 구조로 시행 하 다.  이를 통하여, 

기  #1의 EA 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비교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행 아키텍처 업무분야 3 벨, 

정보화분야 4 벨을 통합 후 목표아키텍처 업무분야 2 벨, 정

보화분야 2 벨로 통합조정 하여 구축하 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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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 시스템 구조 (AS-IS)

(그림 4) 데이터 리방안

(그림 5) 통합  목표아키텍처

한, 범정부 EA성숙모델 v2.2는 수립  리, 활용의 3개 역으

로  구성되며 각 역별 성숙도단계가 다르게 정의된다.(그림 6) 

(그림 6) 각 역별 성숙도 단계 정의

범정부 EA성숙모델v2.2의 정의를 통하여 <표 2>와 같이 수립  

역 3.0 , 리 역 1.75 , 활용 역 1.25 , 성숙도 역 평균 

2.0으로 측정 되었다. 재는 성숙모델v3.2가 개발, 활용되고 있다.

<표 2> 통합  EA성숙도 측정결과

3. 통합후 행화  구조화된 임워크

   기  통합  역별 분리  이  작업을 수행하고, 통

합 이후 다른 기 의 자원에 하여 통합화와 구조화시키

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때 

이미 구축된 행아키텍처(업무 역 3 벨, 정보화 역 4

벨)를 행화하고, 미 수립된 분야에 해서는 업무분야 2

벨, 정보화분야 3 벨로 행아키텍처를 구축하고 ISP의 

결과에 해서는 목표아키텍처에 책임자 벨까지 반 하

다. 그 결과 통합후 목표아키텍처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통합후 목표아키텍처

한,  정보화사업 수행결과를 근거로 EA성숙도를 측정한 

결과 역평균 2.0에서 2.33 으로 향상 되었으며, 수립 역 

3.0에 비해 리 역 1.75과 활용 역 1.25 이 미흡한 것으

로 분석되며 이를 개선하기 하여 EA 리체계, EA활용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 다. (그림 8)

 (그림 8) 목표 성숙도 특정다이어그램

   통합기 의 EA구축 황은 범정부 EA성숙모델v2.2의 정

의를 통하여 성숙도 역평균을 2.33에서 3.31, 측정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는  다른 목표를 <표 3>과 같

이 설정하여 추진하 다.

<표 3> 통합후 EA성숙도 목표

이를 달성하기 한 EA 목표과제는 아래 (그림 9)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역별 목표과제를 설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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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키 텍 처 확  

구축  고도화

1) EA 행화 (자체모니터링, 유지보수 사업)

2) 참조모형 고도화

EA 리 

 활용 체계

1) EA홍보  교육( 문인력, 사용자교육) 체계 수립

2) EA기반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수립

3) 정보화 성과평가체계 모니터링

4) EA활용체계 고도화(가이드, 시스템 기반활용체계)

정보화 리

시스템

1) EA 리시스템 고도화  연계

2) 정보화 리시스템 개발  고도화(성과기반 정

보화사업 리시스템, IT자원 리시스템구축)

(그림 9) 성숙도진단 확인  목표 과제

이를 바탕으로 외부환경, 업무 황, 정보화 황, 직원인터

뷰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3  정보화목표를 수립하고 

리하 다. 략과제로는 신속한 의사소통과 개발비용 

감, 데이터 품질향상  연계의 용이성을 확 하기 한 고

품질의 데이터 리체계를 실 하 다. 그리고, EA기반 정

보화 활용 로세스  발 방안을 정의하고, 의사결정 조직

을 구성하여 IT 거버 스체계를 수립 하 다. 이를 통하여 

다음 (그림 10)과 같은 목표 시스템을 완성 할 수 있었다.

(그림 10) 통합후 행화 구조화된 목표시스템

 

4. 결론

   정보통신 IT분야는 기술 수명주기의 단축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정보화 투자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이 

속히 증 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기 의 통폐합작업

이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화두로 등장 하고 있으며 따라

서 소  기 의 시스템  서비스의 분리/통합 구조화작

업이 필연 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효율 으로 수

행하고 시간 약과 산 감을 해 기 구축된 EA의 활

용이 필수 이다. 

   따라서, EA 행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략계

획,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혼란없이 빠른시간내에 효율

으로 통합기 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성숙도를 상향시킨 

사례를 기술 하 다. 본 사례에서는 첫째, EA기반의 정보

화 략 추진 확보를 통해 일 된 방향성에 따른 체계 인 

정보화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최신 정보기술동향이 반

된 미래지향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 변하는 환경변

화에 능동 인 처를 가능하게 하 다. 향후, 5년동안 이

행과제 추진시 기 되는 재무  효과는 386억원이며, ROI

는 55.7%로서 투자이후 3.2년 이내 투자 액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 다. 

   둘째로 사  아키텍처수립  공유기반을 마련하

다. 기존 EA를 기반으로 통합기  사차원의 아키텍처가 

행화되고 구조화되어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되었고  EA

기반에서 통합  재활용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 다. 

상으로는 업무(2,867개), 데이터(116개), 응용시스템(153개), 

기술/보안(10개) 상 이었다. 체업무와 정보화 황을 

체계 으로 리함으로써 정보시스템간 정보연계와 공동

활용 측면의 기반이 강화되었고, 하드웨어와 시스템소 트

웨어의 통합  재활용을 통해 11.5억원의 산 감효과를 

확인 하 다. 

   셋째로, IT거버 스 체계수립 성과이다. 이를 통하여 

정보화조직의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보화업무를 IT 략/

기획, IT도입/구축, IT서비스 운 의 단계로 분류하여 체

계 인 리를 지원하 으며, 통합기 의 특성에 합한 

성과 심의 거버 스체계를 마련하고, IT거버 스체계 수

립을 통하여 13.7억원의 비용 감효과가 발생하 다. 

   이를 기반으로 신정부 국정과제 134의 ‘개방, 공유, 

력을 통한 정부 3.0’ 략 달성을 하여, 지속 인 EA 

행화를 통한 성과 모니터링과 향상작업이 필요하고 추가

인 업  맞춤형 구조개선 연구와 실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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