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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기업의 경 환경에서 ‘ICT의 략  요성’은 이제 일부 

학자들의 연구주제에서 일선 CEO들의 생존을 한 경  어젠다

(agenda)로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등장한 IT 거버 스는 이제 기업의 생존 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 의 규모나 성격이 매우 유사한 발 회사(4개

사)에서 구축 인 IT 거버 스를 상으로 COBIT4.1의 성숙도 

모델을 용하여 성숙도를 분석한 후, 각 기 의 CIO  IT 거버

스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문제로 제시한 업무 련

자의 업무추진 략, 담당자의 IT 거버 스에 한 문성, 그리고 

정부에서 매년 추진 인 EA성숙도 수  평가정책이 IT 거버 스

에 어떠한 향을 주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 IT 

거버 스 추진은 CIO의 정책방향보다는 IT 거버 스 담당자의 정

책방향에 더 많은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자의 

IT 거버 스에 한 문성은 EA 성숙도 측정모델에서는 많은 

향을 미쳤으나, COBIT 성숙도 측정모델에서는 거의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기 인 EA성숙도 수  평

가 정책은 ICT 련 투자에는 정 인 향을 주었으나 IT 거버

스 성숙도 수  향상에는 부정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요어 : IT 거버 스, EA, COBIT, 성숙도, 공기업

학  번 : 2011-22277



- 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   1

제 2   연구의 상과 범 ············································   4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연구문제 설정 ·········  6

제 1   이론  배경 ···························································  6

    1.  IT 거버 스 ·········································································  6

    2.  EA(Enterprise Architecture) ···········································  8

    3.  성숙도 모델: COBIT vs EA ···········································  9

 제 2   선행연구 검토 ·····················································  14

    1.  IT 거버 스에 한 연구 ·················································  14

    2.  성숙도에 한 연구 ···························································  18

 제 3   연구문제 설정 ·····················································  22

 제 4   연구방법 ·······························································  24

제 3 장  성숙도 수  분석 ·····································26

 제 1   회사별 ICT 련 황자료 ····························26

    1.  ICT 인력 황 ····································································  26

    2.  ICT 운 인력 구성 정보 ··················································  26

    3.  IT 거버 스 성숙도 측정 정보 ·······································  27

 제 2   회사별 성숙도 수  측정결과 분석 ·············28

    1.  A사의 성숙도 수  측정결과 분석 ································  28

    2.  B사의 성숙도 수  측정결과 분석 ································  31

    3.  C사의 성숙도 수  측정결과 분석 ································  34

    4.  D사의 성숙도 수  측정결과 분석 ································  37



- iii -

 제 3   성숙도 수  분석 결과 ····································40

    1.  성숙도 수 과 성숙도 패턴의 상 계 ·······················  40

    2.  CIO와 IT거버 스 담당자간 역별 요도의 괴리 ····  42

    3.  IT 거버 스 담당자와 ICT 인력들 간의 인식차이 ····  43

    4.  IT 거버 스 활동의 단발  추진 행태 ·························  44

 제 4   성숙도 수  차이의 요인 ································45

    1.  ICT 구성원들 간의 정보의 비 칭 ································  45

    2.  IT 거버 스에 한 이해 부족 ·······································  47

    3.  평가 주의 정책에 기인된 피험자 편의 ·······················  49

    4.  ICT 자원 증가율 비 ICT 인 자원의 부족 ·············  50

 제 5   IT 거버 스 구축에 한 시사 ·················51

    1.  ICT의 략  요도에 한 이론과 실의 괴리 ····  51

    2.  명목  CIO 제도의 실화 필요 ····································  52

    3.  평가제도에 의한 치 상 ···············································  54

제 4 장  결론  제언 ·············································55

 제 1   연구 결과 ·····························································55

 제 2   정책 제언 ·····························································57

 제 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의 방향 ···············59

참고문헌 ········································································60

부록 ·················································································62

Abstract ········································································139



- iv -

표 목차

[표 1-1] 기업 거버 스의 개념 ···············································  1

[표 1-2] 발 회사간 유사성 비교 ···········································  5

[표 2-1] IT 거버 스의 다양한 정의 ·····································  6

[표 2-2] 개별기  EA 도입 황·············································  9

[표 2-3] COBIT의 4개 도메인과 34개 로세스 ················  11

[표 2-4] EA 련 법제도 황 ···············································  12

[표 2-5] EA 성숙도 측정 결과 ···············································  12

[표 2-6] EA 성숙도 모델 v3.1 구성 ······································  13

[표 2-7] 성숙도 측정모델 장․단  비교 ·····························  14

[표 2-8] 성숙도 련 연구 요약 ·············································  21

[표 3-1] 회사별 ICT 운 인력 ················································  26

[표 3-2] 공분야별 ICT 인력구성 ········································  27

[표 3-3] 성숙도 모델별 수 측정 결과 ·································  27

[표 3-4] ICT 련자의 역별 요도 비교(A사) ··············  30

[표 3-5] ICT 련자의 역별 요도 비교(B사) ··············  33

[표 3-6] ICT 련자의 역별 요도 비교(C사) ··············  37

[표 3-7] ICT 련자의 역별 요도 비교(D사) ··············  40

[표 3-8] 상․하  집단간 성숙도 수  유사도 ·····················  41

[표 3-9] 각 사별 성숙도 수  응답자료 표 편차·············  41

[표 3-10] IT 거버 스 역별 요도 비교 ·························  42

[표 3-11] 성숙도 수 에 한 인식차이 ·······························  43

[표 3-12] 성숙도 측정 모델 별 성숙도 수 ·······················  46

[표 3-13] A사의 ICT 자원 변화 ·············································  50

[표 3-14] 정보화책임  지정․운 에 한 지침 ·················  53



- v -

그림 목차

[그림 2-1] IT 거버 스의  역 ·····································  7

[그림 2-2] 성숙도 측정 모델 ···················································  10

[그림 2-3] 연구방법···································································  25

[그림 3-1] A사 측정결과: PO 역 ·········································  28

[그림 3-2] A사 측정결과: AI 역 ··········································  28

[그림 3-3] A사 측정결과: DS 역 ·········································  29

[그림 3-4] A사 측정결과: ME 역 ········································  29

[그림 3-5] A사 측정결과: 종합 ···············································  30

[그림 3-6] B사 측정결과: PO 역 ··········································  31

[그림 3-7] B사 측정결과: AI 역 ···········································  32

[그림 3-8] B사 측정결과: DS 역 ·········································  32

[그림 3-9] B사 측정결과: ME 역 ·········································  33

[그림 3-10] B사 측정결과: 종합 ·············································  33

[그림 3-11] C사 측정결과: PO 역 ········································  34

[그림 3-12] C사 측정결과: AI 역 ········································· 35

[그림 3-13] C사 측정결과: DS 역 ········································  35

[그림 3-14] C사 측정결과: ME 역 ·······································  36

[그림 3-15] C사 측정결과: 종합 ·············································  36

[그림 3-16] D사 측정결과: PO 역 ·······································  38

[그림 3-17] D사 측정결과: AI 역 ········································  38

[그림 3-18] D사 측정결과: DS 역 ·······································  39

[그림 3-19] D사 측정결과: ME 역 ······································  39

[그림 3-20] D사 측정결과: 종합 ·············································  39



- vi -

부록 목차

[부록 1]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측정결과 ·······················  62

[부록 2]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측정 설문지 ·················  70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21세기 사회는 산업화 시 에서 정보화 시 로의 커다란 변 이 

진행 에 있고, 그 심에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  요구를 지원하는 수

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화 시 의 ICT가 정부의 정책

(Policy)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략(Strategy) 수행을 한 보조  수단

이었다면, 정보화 시 의 ICT는 목표 달성이나 가치 극 화를 한 

략  수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ICT 상의 변화에 맞물려 정부나 기업

의 모든 핵심 업무가 ICT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ICT 투자 액과 

요성이 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부서차원의 ICT 리 효

율성 추구는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새로운 차원의 근이 필요하

게 되었다.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연구자

기업을 지배하는 권력의 배분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

사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
이경묵(2002)

기업의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데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며, 여기서의 참여자는 주주, 경영진, 이사회를 

말한다.

Monks 

등(2001)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자, 즉 기업 통제자가 기업의 소유

주인 주주를 대신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일련

의 제도 혹은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Denis(2001)

[표 1-1] 기업 거버넌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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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거버 스는 조직을 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리, 책임, 통

제의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Bloem 등, 2006). 기업 거버 스에 한 

정의는 [표 1-1]과 같이 다양하나 주주와 경 자, 주주와 채권자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인 문제와 한 련을 가지며, 기업 거버 스의 

효율성은 이러한 리인 문제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

다는 에 있다(양지윤, 2007).

  1990년  , IT 분야에도 이러한 거버 스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 

내 IT업무의 주요 참여자들이 기존의 IT부서 담당자에서 주주, 경 층

(CEO, CIO), 이사회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었다. 한 이와 같은 

참여자의 확장을 통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략과 IT 략의 연계가 가

능해졌으며 IT 투자의 복을 방지하고 효율 인 ROI(Return on 

Investment)의 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IT 거버 스는 

1990년  반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해

외의 여러 선진 기업들에서 용하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공공기 에서 IT 거버 스가 주목받

고 도입된 이유는 조  다르다. 2000년  반 미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Enron, WorldCom 등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은 기업 거버 스의 투명

성에 한 강력한 개선 요구로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IT 거버 스에 

한 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회계법인과의 공모를 통한 분식회계는 주주

들에게 막 한 재무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투자

자들의 기업에 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미국 정부는 새로

운 법률(the Sarbanes-Oxley Act, SOX)1)을 통하여 최고경 자가 직  

회사의 회계와 보고에 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한 

조치를 강화하 다. 미국 증권거래 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자국(自國) 업체(SEC Registrants)는 SOX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증권거래 원회에 보고 의무가 있는 외국법인도 

1)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 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기업회계개

법으로, 회계부정에 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감시를 강화하기 한 회계감독 원회(PCAOB) 설립은 물론 기업경 진이 

기업회계장부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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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법의 모든 조항을 수해야 했다.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이 2005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부분 인 형태로 IT 

거버 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SOX법은 미국 국내업체에 한 기업 거버 스, 법규  표 을 제공

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 원회는 기업들이 인식 가능한 내부 통제

임워크(Internal Control Framework)를 필수 으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SOX법 용을 해 IT 통제가 요한 이유는 부분의 기업이 비

즈니스 수행을 하여 IT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의 신뢰성은 철

하게 통제된 IT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SOX법은 

정기 으로 평가되고 통제되어야 하므로 한 IT 통제 임워크를 

통해서 평가되고 통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SOX법 시행으로 인하여 많

은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제 IT의 

가치, IT 련 험의 리, 정보에 한 통제 요건 강화 등을 보증하는 

것은 기업 거버 스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가치, 험, 통제 등

은 IT 거버 스의 핵심요소이다(양지윤, 2008). 이처럼 도입 기 국내 

공공기 의 IT 거버 스는 주로 내부 기업활동에 한 통제의 기능을 

목 으로 구축이 되었지만, 이후 국가차원의 정보자원 통합 리체계 마

련이라는 목표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된 “범정부 EA2)”사업은 IT를 비즈

니스의 목표에 부합하고 효율 이고 효과 으로 활용하는 등의 균형  

측면에서의 IT 거버 스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나 학계

에서의 IT 거버 스에 한 사례나 성과 등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소극 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나 공공기 에서 EA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2) EA(Enterprise Architecture): 기업의 목표와 요구를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해 

IT인 라 각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해야 하는가를 체계 으로 기술하는 

작업. 국내에서는 자정부법(2001) 제 45조에 의거하여 행정안 부 주 으로 정

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 효율성 제고, 정보화사업 복

방지, 정보서비스 통합·연계, 정보자원 상호운용성 제고를 목표로 매년 공공기

의 EA 성숙도수 을 측정·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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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기  에서 기업규모와 업무성격이 

매우 유사한 조직들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IT 거버 스에 한 성

숙도를 COBIT(Control Objectives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3)의 성숙도 모델로 분석해 보고, 각 기  간 성숙도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에 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 게 함으로서 보다 균

형 이고 효과 인 IT 거버 스 구 을 한 정책  함의(含意)를 도출

해보고자 한다.

제 2   연구의 상과 범

  본 연구는 2001년 4월 정부의 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4)에 따라 한

국 력공사로부터 분리된 5개의 발 자회사, 한국동서발 (이하 동서), 

한국남동발 (이하 남동), 한국서부발 (이하 서부), 한국 부발 (이하 

부), 한국남부발 (이하 남부)  내부 규정상의 이유로 자료공개가 거

부된 1개사를 제외한 4개의 회사에서 구축․운  인 IT 거버 스를 

상으로 한다. 력산업 구조개편 시 발 분할의 기본원칙은 5개의 화

력발 회사가 여러 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회사별 설비규모, 원구성 등 반  경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 다. 분할 당시 발 설비 유율은 수력․원자력이 32.4%인 것을 

제외하고는 각 발 회사가 13% 내외의 비슷한 비 을 차지하 다.

3) COBIT은 미국 ISACA(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주도 하에 업계, 학계, 정부, IT 거버 스, 보증, 통제  보안 분야의 국제 인 

표자들에 의해 개발된 임워크이다.

4) 1999년 1월 발표된 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은 그동안 독 체제로 운 되던 한

국 력을 발 , 송 , 배  부분으로 나 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 다. 이를 통

해 단기 으로는 발 부문을 6개의 발 회사로 분할하고, 장기 으로는 배 부문

까지 분할해 민 화하면서 체 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다만 송 부문은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자연독 이 불가피하므로 공기업체제

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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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2001년 분할 당시의 발  5개사는 그 기업의 규모  업무

성격, 인 자원 구성  성향 등이 매우 유사한 조직이었다. 그 이후 10

년 동안 각 회사의 상황  략에 맞게 각자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재는 각 회사 간 어느 정도의 차이 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 인 모습은 아직도 많은 유사 을 가지고 있다. IT 거버 스 구축 역

시 5개 회사 모두 비슷한 시기인 2005년도에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시

작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발  5개사에 한 과거 10여 년간의 경 활

동은 유사기  간에 IT 거버 스 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에 한 연구를 하기에는 최 의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구  분 동서 남동 서부 중부 남부

기

업

규

모

설립일 2001.4 2001.4 2001.4 2001.4 2001.4

임직원수 1,971명 2,051명 1,774명 1,902명 1,684명

매출액 45,733억 42,278억 47,666억 48,397억 51,534억

당기순이익 2,415억 2,968억 2,462억 1,301억 1,880억

발전용량 8,810MW 7,978MW 8,403MW 8,397MW 9,638MW

ICT

관

련

내부통제 
도입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ICT 
담당인력

32 48 42 40 49

[표 1-2] 발전회사간 유사성 비교(2010.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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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연구문제 설정

제 1   이론  배경

1. IT 거버 스

  1990년  이후 IT 거버 스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IT 거버 스의 정의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IT 거버 스의 표  연구기 인 ITGI(IT 

Governance Institute)5)는 IT 거버 스에 한 개념을“이사회와 경 진

의 책임 하에서 수행되는 기업 거버 스의 일부로서 IT가 조직의 략

과 목표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리더십, 조직구조, 로세스

(기획-구축-운 - 리)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5가지 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그림 2-1].

IT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연구자(조직명)

조직 목표를 위해 IT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유도하도록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설정하는 구조와 프로세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한국 IT 

거버넌스 

협의회

IT 전략 개발과 추진을 관리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조직기능

미국 

국제통상산업부

조직의 이사진이 IT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지휘·감독하는 체계
ISO

[표 2-1] IT 거버넌스의 다양한 정의

5) ITGI는 1998년에 설립되어 IT활용에 한 국제 인 생각과 표 에 하여 논의

하고 있다. 효과 인 비즈니스 목표와 투자의 최 화를 돕기 하여 효율 인 IT 

거버 스에 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www.itg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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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연계(Strategic alignment)의 초점은 경영

계획과 IT 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고, IT 가치 

제안 (value proposition)을 정의하고, 유지관리하고 

검증하고, IT의 운영을 조직의 운영과 연계하는 것

가치 제공(Value delivery)이란 제공 주기 전반에 

걸쳐서 가치 제안을 실행하고, IT가 전략에 대비해

서 약속한 효과를 제공하도록 하고, 비용을 최적화

하고, IT의 고유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집중하는 것

자원 관리(Resource management)는 핵심적인 IT 

자원(애플리케이션, 정보, 인프라, 인력)에 최적의 

투자를 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는 고위 경영진이 위

험을 인식하고, 조직의 위험 성향 및 준수 요구사

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직의 주요한 위험에 대

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험 관리 책임을 조직에 

내재 시키는 것 등이 필요

성과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은 예를 들

면, 전통적인 회계 측면뿐만 아니라 전략을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변환해 주

는 균형성과표(BSC)를 이용하여 전략의 구현, 프로

젝트 완료, 자원 사용, 프로세스 성과, 서비스 제공 

등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함

[그림 2-1]  IT 거버넌스의 중점 영역(ITGI, 2011)

  사회의 기업에서 정보와 IT는 매우 요한 자산이지만,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조직은 매우 드물다. 성공 인 기업들은 IT의 효

과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하여 이해 계자들의 가치를 제고

하고 있다.

  한 이러한 조직들은 법규 수 요건의 강화와 비즈니스 로세스의 



- 8 -

IT 의존도 증가 등과 같은 경 환경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리

하고 있다. 이제 IT의 가치, IT 련 험의 리, 정보에 한 통제 요

건 강화 등을 보증하는 것이 기업 거버 스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

다. 따라서 가치, 험, 통제 등은 IT 거버 스의 핵심요소이다.

  2.  EA(Enterprise Architecture)

  
  자정부법 제2조 11항(법률 제 10580호, 2011.10.13 시행)에서는 『정

보기술아키텍쳐』를 “일정한 기 과 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

술, 보안 등 조직 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 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계를 구조 으로 정리한 체제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 화하기 한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EA란 개별 조직의 모든 활동에 한 상

세한 내용을 다루기 하여 업무  IT를 계층  (경 진, 리자, 

담당자), 시간  ( 행, 환, 목표), 구성요소의 (업무, 응용, 데

이터, 기술)으로 추상화(abstraction)시킨 청사진 는 설계도

(Architecture)로서 IT 거버 스를 구 하기 한 하나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한 동법 제4조( 자정부의 원칙) 2항에 “행정기  등은 자

정부의 구 ․운   발 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공공부문의 IT 거버 스 구축수단으로 

EA 용을 공식화하고 있다.

  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3년간 정보화 산의 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 신규 정보화사업 총 투자규모가 100억원 이상, 타기 과의 

연계시스템 보유 황 등을 고려해 EA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

기  등이 EA도입 상기 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2011년 12월 기

으로 총 168개 도입 상기  가운데 110개 기 이 EA를 도입하여 매년 

EA성숙도 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상인 발 회사 역시 EA 

성숙도 측정 상기 으로 매년 EA 성숙도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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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2011년 연도별 도입 증가

도입
대상기관

도입기관
(%)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계 168 110(65.4%) 10 4 25 21 21 29

중앙행정기관 42 39(92.8%) 3 1 3 5 10 17

광역자치단체 16 16(100%) - - 13 2 - 1

기타공공기관 110 55(50%) 7 3 9 14 11 11

[표 2-2] 개별기관 EA 도입현황(단위:기관수, 기준:2011년12월)

3. 성숙도 모델: COBIT vs EA

  정보  련 기술에 한 통제 목 (Control Objectives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 이하 COBIT)은 업무 역

(domain)과 로세스를 기반으로 모범 인 랙티스를 제시하고, 수행해

야 할 활동들을 리 가능하고 논리 인 방법으로 제시해 주는 임워

크로서 미국의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회(ISACA: 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가 199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모형이다(ITGI, 2011). 

  COBIT은 업무 로세스를 지원하는 IT에 한 종합 이고 사용 가능

한 통제 모델을 제시하며 IT에 을 맞추면서 동시에 경  목표와 

하게 연계된 하나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 을 갖는 COBIT은 측 불가능한 I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험

을 통제하며, 사용자로 하여  IT서비스의 보안과 통제에 한 보증을 

제공하고, 감시인으로 하여  내부 통제에 해서 경 자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입증하거나 권고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주요 이해 계자인 경 자, 사용자, 감사인의 

필요를 다각 인 측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김형석, 2008). 

  이를 하여 COBIT은 아래와 같이 IT 활동을 범용 인 로세스 모

델로서 네 가지 도메인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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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  조직(Plan & Organize: PO) - 략과 술을 커버하고,

     IT가 경 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식별하는 것

  ❍ 도입  구축(Acquire & Implement: AI) - 략 실 을 한

     IT 솔루션을 식별하고, 도입하여, 비즈니스 로세스에 구 하고

     통합시키는 것

  ❍ 운   지원(Deliver & Support: DS) - 필요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것

  ❍ 모니터링(Monitor & Evaluate: ME) - 모든 IT 로세스를 품질

      통제 요구사항의 수 측면에서 주기 으로 평가하는 것

  의 4개 도메인은 다시 34개의 로세스로 세분화 되며, 각각의 로

세스는  6단계의 성숙도 수 으로 부재 단계(0단계)에서부터 최  단계

(5단계) 의 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그림 2-2]. 

  부재    초기/임기응변  반복/직관      정의       관리/측정      최적

   0            1           2            3            4            5

    

   표시해설               단계해설

          조직의 현재 위치   0 – 관리 프로세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평균           1 – 프로세스가 임기응변적이고 조직화가 안됨.

          조직의 목표        2 – 프로세스가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3 – 프로세스가 문서화되고 전파되고 있다.

                             4 – 프로세스가 모니터링되고 측정되고 있다.

                             5 – 모범적인 프랙티스가 준수되고 자동화되어 있다.

[그림 2-2]  성숙도 측정 모델(ITGI, 2011)

  이러한 근방법은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SEI)가 소 트웨어 

개발 역량 부문에서 정의한 성숙도 모델(Capability Maturity Model: 

CMM)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34개 로세스 각각에 해 구체 인 

측정모델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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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및

조직화

 PO1  IT 전략계획 수립

 PO2  정보 아키텍처 정의

 PO3  기술 방향 결정

 PO4  IT 프로세스, 조직 및 관계 정의

 PO5  IT 투자관리

 PO6  경영진의 목표 및 방침 전파

 PO7  IT 인적자원 관리

 PO8  품질 관리

 PO9  IT 위험 평가 및 관리

 PO10 프로젝트 관리

도입 및 구축

 AI1  자동화 솔루션 도출

 AI2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도입 및 유지보수

 AI3  기술 인프라 도입 및 유지보수

 AI4  운영 및 사용 지원

 AI5  IT 자원 구매

 AI6  변경 관리

 AI7  솔루션 및 변경 설치 및 인가

운영 및 지원

 DS1  서비스 수준 정의 및 관리

 DS2  외부업체 서비스 관리

 DS3  성능 및 용량 관리

 DS4  서비스 연속성 확보

 DS5  시스템 보안성 확보

 DS6  비용 산정 및 배분

 DS7  사용자 교육 및 훈련

 DS8  서비스데스크 및 인시던트 관리

 DS9  구성 관리

 DS10 문제 관리

 DS11 데이터 관리

 DS12 물리적 환경 관리

 DS13 운영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ME1  IT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ME2  내부 통제 모니터링 및 평가

 ME3  법규 준수 확보

 ME4  IT 거버넌스 제공

[표 2-3]  COBIT의 4개 도메인과 34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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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진  IT담당자는 COBIT의 34개 IT 로세스 각각에 해서 수

립된 성숙도 모델을 이용하여 조직의 실제성과(조직의 재 치), 업계

의 황(산업평균), 조직의 개선목표, 재와 미래 사이에 요구되는 성장

경로 등과 같은 사항들을 악할 수 있다. 즉,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IT

활동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벤치마킹이 가능하게 한다.

  한편, EA 성숙도 모델은 EA 도입  운 능력 강화, EA 정보의 수  

향상, 궁극 으로 정보시스템 도입  운  능력의 최 화를 하여 정

부의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국내 공공기 의 EA 실을 고려한 고유 모

델로 2006년 버  1.0을 시작으로 2012년 버  3.1까지 지속 으로 발

해 오고 있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 정보화책임관(CIO)의 임무에 EA 도입 및 활용 명시

  ❏ 전자정부법

    - 공공부문의 EA 도입 의무화 명시

  ❏ 2012년 예산안편성세부지침(기획제정부)

    -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예산안 요구시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명시

[표 2-4] EA 관련 법제도 현황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하여 앙행정기   공공기

을 상으로 EA 성숙도 측정기 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체 

성숙도 수 도 꾸 히 향상되고 있다.

년도 기관유형 기관수
성숙도

수립역량 관리역량 활용역량 종합역량

2010

(90개)

중앙행정기관 35 3.44 3.26 2.97 3.22

광역자치단체 16 1.75 1.62 1.49 1.62

기타공공기관 39 2.71 2.10 1.74 2.19

2011

(96개)

중앙행정기관 36 3.68 3.00 2.82 3.17

광역자치단체 16 2.19 1.75 1.00 1.65

기타공공기관 44 2.69 1.71 1.67 2.08

[표 2-5] EA 성숙도 측정결과(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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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 성숙도 모델은 수립 역, 리 역, 활용 역 등 총 3개의 측정

역과 9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측정 역에 하여 5단계

로 구분되어 측정된다.

영역 구분 영역별 정의 측정 항목

수립영역
 기관별 EA 정보의 품질 수준을 

 측정

 ✓ 범정부 기준 EA 정보
 ✓ 범정부 EA 연관관계
 ✓ 소속/산하기관 EA 정보관리

관리영역
 기관별 EA 관리 활동의 역량

 수준을 측정

 ✓ EA 추진기반
 ✓ EA 변경관리
 ✓ EA 성과관리

활용영역
 기관별 EA 활용의 역량 수준을

 측정

 ✓ EA 기반 정보화 추진
 ✓ EA 활용 확산
 ✓ 정보화 투자관리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수립영역 현행 수립
이행전략

수립
목표수립

아키텍처
완성

최적화

관리영역 수행 정의 제도화 확산 최적화

활용영역 수행 정의 제도화 확산 최적화

[표 2-6] EA 성숙도 모델 v3.1 구성(EA 성숙도 모델 v3.1 해설서, 2011)

  개별기 의 입장에서 IT 투자  활동이 기  비   목표달성에 최

화되고, 이런 성과가 모여 범정부  에서 자연스럽게 체가 최

화되고자 하는 것이 EA 도입의 목 이다. 성숙도 측정 결과는 기 별 

EA 추진 수 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EA  정보화 추진 방향성의 

수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성숙도 모델은 측정 역과 항목에서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체계 이고 효율 인 IT활동을 목 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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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직의 IT거버 스에 한 성숙도를 측정하고자 한다는 에서는 추

구하는 목 이 매우 유사하다. 각 성숙도 측정모델의 장․단 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COBIT

장점

 측정항목이 필수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수행여부로 구성되

  어 있어 조직의 현재 수준과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단점
  개별기업의 자발적인 측정수행으로 인하여 기업간 성숙도

  측정 결과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A

장점

  강력한 정부주도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숙도

  측정 및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산업평균 및 개별 기업의 현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단점

  측정항목이 H/W, S/W, 업무시스템 등 각종 현황자료 및 업

  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산출물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힘들다.

[표 2-7] 성숙도 측정모델 장․단점 비교

제 2    선행연구 검토

1. IT 거버 스에 한 연구

  조직의 략 ·효율  경 에 있어서 IT가 차지하는 역할이 차 증가

하면서 등장하게 된 IT 거버 스는 IT를 능률 이며 효과 으로 운 하

여 IT 가치를 향상시키고 련 리스크를 일 수 있도록 하는 리 패

러다임이다. 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래될 수 있는 조직의 IT 시

스템, 리 로세스 상의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되므로 IT 거버 스에 한 지속 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IT 거버 스에 한 주요 연구들 가운데 공공기 을 상으로 

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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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윤(2007) 등은 57명의 공공기  CIO들을 상으로 IT 거버 스의 

재 상태에 한 요도와 실제 수행도에 한 악을 통해 공공기 의 

IT 거버 스 황을 진단하고 성공 인 IT 거버 스의 확립과 정착을 

한 조언을 하고자 하 다. 진단은 IT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CIO들이 IT 거버 스의 다섯 가지 역( 략  연계, 가치 달, 

험 리, 자원 리, 성과측정)에 하여 응답하 다. 연구 결과 CIO들은 

가치 달과 험 리를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외 략  

연계와 자원 리, 성과측정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재 수행수 에서

도 가치 달과 험 리, 자원 리, 략  연계, 성과측정 순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서 략  연계는 모든 역  

요도와 수행수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 하게 개선이 

요구되고, 성과측정 분야는 조직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형석(2008)은 우정사업본부, 한국 력공사, 조달청, 한국거래소, 법

원 이상 5개 기 의 IT 거버 스 도입 사례에 한 연구를 통해 공공부

문에서 IT 거버 스를 효율 이고 체계 으로 구 하기 해 취해야할 

5가지 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IT 거버 스 의사결정의 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IT 원칙, IT 아키텍처, IT 인 라 략, IT 비즈니스 어 리 이션, IT 

투자의 다섯 가지 도메인에 한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정할지를 확정

하는 것이다. 둘째로, 단계  추진에 의한 변화 리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IT 거버 스는 조직 반에 향을 미치는 조직 개 이므로 처

음부터  역을 상으로 하기보다는 선택 이고 단계 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상 으로 개 이 시 한 역을 우선 선정하여 부분 으

로 도입한 후 피드백을 도출하고 다시 다음 단계로 확장하는 식의 도입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로, 가시 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IT 거버 스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성과평가

를 통해 조직 변화의 문제  악과 개선 의 도출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 외부환경에 민첩하고 능동 인 조직 특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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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넷째로, 교육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고 경 자와 간계층  하 계층의 역에서 발생하고 처리되는 모

든 정보들이 상호 공유되고, 즉각 으로 처리되도록 유기 인 정보 리

가 요구된다. 각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보의 락  복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조직이 추구하는 비 의 성공 인 이행을 해서도 정보

리의 유기 인 통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주

도  참여가 필수 이다. CIO나 IT 리자는 IT 거버 스가 경 성과 

향상에 하게 련되어 있음을 알려서 최고 경 자가 IT 거버 스를 

단순한 ‘정보활동’ 정도로만 인식하여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이를 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항시 IT 거버 스 의사결정체계에 

극 으로 참여해 주도 인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성 (2006)은 IT 거버 스를 엔터 라이즈 IT 활동의 효과성(IT가 

엔터 라이즈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가?), 투명성(IT 활동이 원칙과 기

에 따라 수행되는가?), 책임성(IT 성과에 해 가 책임을 지는가?)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정의 하면서, IT 거버 스 임워크의 구성과 

제조건  거버 스 체계 설계에 있어서의 제반이슈들을 다음의 다섯 가

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IT 거버 스는 엔터 라이즈 IT활동의 효과성, 투명성, 책임

성 확보를 목 으로 하는 엔터 라이즈의 공식 , 명시 , 외부  리통

제 노력이다. 두 번째, IT 거버 스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엔터 라이

즈는 다양한 거버 스 수단을 동원하며, 이들 수단은 크게 조직, 로세

스, 문화, 인력  자원의 범주로 나 어진다. 세 번째, IT 거버 스 

임워크는 거버 스의 목 과 수단을 거버 스 상을 구성하는 원시요

소의 형태로 제시하며, 엔터 라이즈 거버 스 상은 이들 원시요소들

로 분해되고 해석되고 설계된다. 네 번째, 엔터 라이즈 IT 거버 스 체

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엔터 라이즈의 상황,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거버 스 수단의 조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엔터

라이즈 상황이론과 성숙도 모형에 한 추가  연구가 시 히 요구된

다. 다섯 번째, 기존 IT 거버 스 방법론은 제시된 IT 거버 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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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의 원시요소들로 분해되며, 각 엔터 라이즈는 이들의 조합과 용

을 통해 가장 효과  거버 스 체계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정승렬(2007)은 정부부처  공공기 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

여 IT 거버 스에 한 정의를 “조직의 략과 목표 달성, 비즈니스와 

IT의 융합, IT에 한 의사결정과 책임, 자산  험 리, 기타 통제활

동을 구조 으로 기술하고 성과 측정을 통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들을 수

행하는 조직 기능과 구조, 로세스, 리더십 등을 통합 으로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IT 거버 스가 IT 자원  성과 리 역, IT 로젝트 

리 역, IT 서비스 리 역의 총 3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IT 자원  성과 리 역은 성과측정, 

모니터링  평가, 정량  평가, 거성 확인, 인력자원 리, IT 산통

제, 략  연계, IT 자원 통제, IT 리더십, 인력 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IT 로젝트 리 역은 착수  계획, 실행 로세스, 

통제 로세스, 종료 로세스, 의사결정 원clr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인 IT 서비스 리 역은 고객 만족도, 

IT 표 화, IT자원 최 화, 서비스 조직, 서비스 메커니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들 3가지 역으로 구성된 IT거버 스의 개념  정의에 

해서는 구조  인과모형에 한 검증 결과, 통계 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연식 외(2007) 등은 EA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조직의 IT 거버 스 

구축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한 통계  검증

을 수행한 결과 EA 기능이 IT 거버 스의 효과에 정 인 향을 미

친다는 것이 통계 으로 유의함을 보 다. 한 조직유형을 공공과 민간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향분석에서 공공부문에서는 체로 EA의 기능 

에서 투자효율화 기능요인이 IT 거버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

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체로 업무 로세스 지원 요인이 IT 거버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다. 이것은 공공부문에서는 IT 투자 

산 집행의 유효성에 더 많은 비 을 두고 있는 과, 민간에서는 업무

로세스 향상에 EA의 기능을 더 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18 -

2. 성숙도에 한 연구

  IT 분야에‘성숙도’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의 카네기 멜론 

학의 소 트웨어공학 연구소(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에서 조

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 로세스의 능력에 한 성숙도를 단계

으로 제시하고 각 단계 별로 이행해야 할 필수 로세스  로세스별 

수행방법을 제시한 CMM (Capability Maturity Model: 역량 성숙도 모

델)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박 우, 2008). 이 모델은 얼마 후에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로 진화되었다. CMM이 

소 트웨어 개발모델에 한정된 것과는 달리 CMMI는 소 트웨어  정

보시스템 개발능력 측정기 과 로세스 평가기 을 제공하여 조직의 소

트웨어  정보시스템 개발의 성숙도 수 을 평가하는 기 을 제시하

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소 트웨어 개발 는 유지보수 로젝트가 

조직 체에서 원활하게 통합되어 리되는 기 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

다.

  박 우(2008)은 공공기 을 심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구축하

고 리하는 과정에서 EA 성숙도 역량수 에 향을 미치는 주요 향

요인들을 악하고, 향후 성공 인 EA를 구축  운 하기 해 리해

야 할 주요 향요인을 실증 으로 제시하기 하여 기존 문헌연구를 바

탕으로 공공기 의 인지  요인, 조직행태  요인, 기술 리  요인의 세 

가지 유형의 향요인들을 심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EA 성숙도 연

구변수인 수립역량, 리역량, 활용역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지  요인  EA 도입인식 수 이 리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EA 도입 필요성, 정  인식, 활용

에 한 인식 등에 해서 공공기 의 조직원들이 명확히 인식한 경우, 

EA 리역량의 수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기  조직

원들의 사차원의 EA 인식 제고, 교육  홍보를 지속 으로 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EA 성숙도 수 역량에 향을 미치는 

조직행태  요인  EA 도입시 이해 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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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공공기

의 경우 조직행태  요인  이해 계자들과 의사소통, 공감  형성, 

공통용어 등이 EA 아키텍처 활동결과로서 구축된 각 아키텍처와 이행

략 산출물에 한 수립역량에 어느 정도 주요한 향을 주는 단계에 와

있다고 단된다. 그리고 조직행태  요인  최고경 층의 심과 지원 

정도는 활용역량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

고경 층의 EA 도입에 극 인 심과 EA 사업환경 지원 등은 EA를 

리하기 한 리체계와 지속 인 EA 운 을 한 지원활동 등에 상

당한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셋째, 기술 리  요인  EA 운

체계 정비와 EA 범  정도가 수립역량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EA 도입 후 EA 산출물 리  활용체계, EA 범

(수행목표, 요구사항 등)를 잘 정의하고 지속 으로 변화 리하면 EA 

활동결과로서 구축된 각 아키텍처와 이행 략 산출물 등 수립역량에도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술 리  요인  

EA 운 체계 정비와 의사결정 지원 정도는 리역량에도 유의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EA 도입 후 EA 산출물 리  활

용체계(지침  규정, 문서  리체계, 활용 등)를 잘 정의하고 리하

면 EA 운 을 통해 용할 수 있는 업무 활동  성과에 한 활용역량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원재(2011)는 조직이 보유한 정보기술역량을 기술역량, 인 역량, 그

리고 계역량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 하 역량이 EA 성숙도에 미치

는 향을 공공조직을 상으로 분석하여 기술역량 보다는 인 역량과 

계역량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들이 EA 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다. 이는 지 까지 공공부문의 EA 도입과 실행이 주로 기술 

심  근방법을 취하여 온 것에 한 문제 을 제기하며 앞으로는 인

역량이나 계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마련이 필요하

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원섭 등(2009)은 IT 투자성과와 로세스 성숙도  사용자 만족도

를 측정하기 한 변수를 정의하고, 데이터 집계와 분석을 통해 IT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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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이들 상호간에 미치는 향에 하여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

다. 연구 결과 조직에서 IT 투자성과 리의 향상을 한 노력이 로세

스 성숙도 향상과 사용자 만족도 제고 모두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IT 투자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IT 부서  CIO를 

심으로 개별 으로 추진되고 있는 IT 효율화  최 화 노력을 IT 부

서와 사용자 부서간의 책임과 역할을 규명하는 노력 즉, IT 거버 스 체

계를 정립함으로서 사  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명주(2008)는 정부업무평가에서의 평가의 통합 원칙에 의거할 때, 이

들 유사한 평가기능들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여, 정보화부

문에 있어서의 진단, 성숙도 측정, 성과 리, 평가와 같은 명분으로 추진

되고 있는 정보자원 리진단,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측정, 정보화수

평가 제도를 검토함으로서 각각의 평가체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있고 그

들 간의 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탐색 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정보자원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포함되는 요소로서 정보기술아키텍

처는 정보자원을 포함한 조직 체의 업무(business)  성과

(performance)와의 계까지 포함하는 포 인 개념이고, 정보기술아키

텍처 리는 정보자원 리활동의 기 이 되는 개념으로 정립하 다. 그

리고 이를 토 로 정보화수 평가와의 계를 검토한 결과 정보화수 평

가모형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분석 모형으로 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연구 결과 이들 진단 혹은 평가가 각각의 평가체계가 내포

하는 개념에 해 명확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상호간의 연계구

도에 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결여된 채 동일한 상에 해 유사한 내

용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평가됨으로서 평가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 그리하여 먼  각각의 평가체계에 내포되어 있

는 개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그 각각의 연계구도를 분석함으로서 향

후 정보화부문에 있어서의 평가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화 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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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사대상 조사방법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현우, 

2008)

수립역량

관리역량

활용역량

목적 및 활용

도입인식, 변화인식

의사소통

최고경영층의 지원

교육 및 훈련체계

범위, 관리, 예산

일정, 산출물

의사결정 지원

구축 및 운영

중앙정부(33)

지방자치단체

(16)

기타 공공기관

(25)

설문조사

공공조직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숙도에 

관한 연구

(박원재, 

2011)

기술역량

인적역량

관계역량

지원범위, 연결성,

기술 유연성,

프로젝트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조직관련 특정지식,

현업의 헌신정도,

IT 부서의 참여도

중앙정부(35)

기타 공공기관

(39)

설문조사

IT 

투자성과가

프로세스

성숙도

및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원섭,

2009)

계획

및

조직

IT 계획 및 방침

IT 아키텍처

IT 조직 및 인력관리

IT 투자관리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관리
IT 투자성과

관리 및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 근무자

(17개 기업)

설문조사

도입 및

구축

SW 도입 및 유지보수

IT 절차 및 유지보수

운영

및

지원

SLA 관리

아웃소싱 관리

운영지침 관리

시스템 보안관리

사용자 교육훈련

통제 및

평가

내부통제

정보시스템 감사

[표 2-8] 성숙도 관련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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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문제 설정

  많은 기업의 경 자들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 IT에 한 투자, IT의 

략  요성에 한 인식변화, 기업자산으로서 IT의 요성 증  등으

로 인하여 IT의 실질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 인 지표를 요구하

고 있다. 다시 말해 객 인 수치의 제시 없이 단지 막연히 더 나은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애매모호한 말만으로는 더 이상 IT에 투자할 수 없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IT 리자들은 IT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비용  효과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음에 

해 많은 좌 감을 표시해 왔다(임성택 외, 1997). 하지만 그동안의 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량 인 데이터에 의한 IT의 효과성 측정은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의 숙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까지 진

행된 부분의 IT에 한 연구들은 효과성 보다는 각 조직에서 수행

인 IT 로세스 활동에 한 성숙도 측정으로 신 되고 있고, 측정방법 

역시 부분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IT 거버 스와 성숙도 평가에 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IT 거버

스에 한 연구는 크게 IT 거버 스의 용에 한 연구와 IT 거버

스 측정방법에 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고, 성숙도에 한 연구는 주로 

EA를 사용한 성숙도 측정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EA 

성숙도 측정 모델에서 IT 거버 스 성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상회사의 IT자원에 한 황정보와 각 IT자원간의 연 계 정보 등 

IT활동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주의 자료를 EA담당자를 통하여 수집하

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IT 리 로세스의 성숙도

를 단하기에는 다소 추상 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COBIT 성숙도 모델은 기업의 IT 련 주요 정책결정  업무추진

을 담당하고 있는 경 진  IT담당자들에게 직 인 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IT 리 로세스의  수 을 악하고, 타 기업과의 차이 을 

분석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한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 산출물이 아

닌 실제 수행 인 업무 로세스 벨의 리도구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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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 로세스에 한 한 수 이나 특성을 이

해하고, 한 약 의 식별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COBIT의 성숙도 

측정모형을 이용하여 상기업들의 IT 거버 스 성숙도를 측정해 보고 

장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배경으로 경 환경이 매우 유사한 발 회사에 

구축된 IT 거버 스의 성숙도 인식에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문

제를 상정한다.

  1. 업무 련자의 업무추진 략이 IT 거버 스 성숙도에 미치는 향

    1-1. IT 거버 스 담당자가 고려하는 IT 거버 스의 역별(PO, AI,

        DS, ME) 요도와 측정된 역별 성숙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1-2. CIO가 고려하는 IT 거버 스의 역별 요도와 측정된 역별 

        성숙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2. IT 거버 스 담당자의 업무 련 문성이 IT 거버 스 성숙도에 

     미치는 향

  3. 정부의 성숙도 수  평가정책이 각 기 의 IT 거버 스 성숙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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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업종, 규모, 경 환경 등이 매우 유사한 공공기 을 

상으로 IT 거버 스 성숙도를 분석하고, 역별 성숙도 차이에 한 요

인을 규명하기 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설정하 다.

  우선 IT 거버 스에 한 성숙도 진단 툴로는 COBIT 4.1에서 제공하

는 4개 역(계획수립  조직화: 10개, 도입  구축: 7개, 운   지원: 

13개, 모니터링  평가: 4개)의 총 34개 로세스에 한 수행여부를 묻

는 질문지(부록2)를 이용하여 각 기업의 IT 거버 스 성숙도를 측정하

다. 각 설문항목은 6  척도(단계0: 부재, 단계1: 기/임기응변, 단계2: 

반복/직 , 단계3: 정의, 단계4: 리/측정, 단계5: 최 )를 통해 각 로

세스별로 응답자의 주 인 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4개의 로세

스  특정 로세스가 조직 내 업무 차에 정의되어 있고 공식 으로 

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업무에 용해야할 담당자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는 업무에 용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

의 주 인 의견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하 다. 

  성숙도 조사는 타사와의 비교측정 시 발생 가능한 조직 구성원들의 피

험자 편 (Subject Bias)6) 가능성을 방지하고 측정데이터의 객 성 확보

를 하여 회사별 EA담당자와의 의를 거쳐 『사내 자체 IT 거버 스 

성숙도 측정』의 형식으로 2012년 2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40여일

에 거쳐 각 회사별로 독립 으로 실시되었다. 측정 상으로는 발  5개

사  내부 보안정책에 의해 데이터 제공이 제한된 1개사를 제외한 4개 

회사에서 ICT 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상으로 하 으며, 측정 

시 상 직원들에게 본사/지사 근무여부와 간부/직원 등의 직 을 추가

로 문의하 다.

  이 게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회사별 성숙도를 악한 뒤, 연

구 상 기업의 CIO와 EA담당자들과 각 회사별/ 역별 성숙도의 차이를 

6) 피험자 편 (Subject Bias): 실험에 참가하는 피험자들이 해당실험에 해 알고 

있는 사 정보가 의식 , 무의식 으로 실험에 향을 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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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기 한 보다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는 2012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27일간 일 일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업별 IT 거버 스 활동 자료수집

 

COBIT 임워크

PO1  IT 략계획 수립

PO2  정보 아키텍처 정의

           ：

DS12 물리  환경 리

DS13 운  리

조사방법: 설문조사(성숙도 측정)

조사 상: IT 업무 담당자

조사내용: COBIT 임워크의 

         4개 역 34개 로세스

         별 활동 내용(부록2)

IT 거버 스 성숙도 분석 

로세스별 성숙도 분석
기업별 성숙도 분석

기입별 차이   요인 분석

 

주요 요인 리스트

1. 경 진의 IT 참여도

2. 외부 환경변화

3. 기술도입 방향

           ：

6. 실무부서의 IT 인식도

7. IT 인력의 부족

조사방법: 인터뷰

조사 상: CIO  IT 거버 스

         담당자

조사내용: 기업별 강·약  분석 후

         각 요인별 원인 악

[그림 2-3]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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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사 B사 C사 D사 비고

본사
간부 7/9 11/12 9/12 10/13 EA 도입년도

A사(2006)

B사(2007)

C사(2009)

D사(2009)

직원 5/5 6/10 5/8 6/8

지사
간부 5/5 5/9 6/7 5/7

직원 8/13 8/17 14/22 11/14

합 계 25/32 30/48 34/49 32/42

[표 3-1] 회사별 ICT 운영인력(설문응답자/총원)

제 3 장   성숙도 수  분석

제 1    회사별 ICT 련 황자료

  본 연구는 상기  IT 거버 스 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의 익명성 

보장을 하여 회사명을 A사, B사, C사, D사로 표기하기로 하 다. 회사별로 

취합된 자료는 본사(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소재 사무실)와 지사(회사별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발 소 단 의 지역 사무실)로 나  지역별 구분과 각 

회사의 3직 (차장) 이상 직원과 4직 (과장) 이하 직원으로 나  직 별 구분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1. ICT 인력 황

   회사별 ICT 인력 황은 2011년 12월 기 으로 ICT 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이다. 각 사별로 2001년 분사 이후 ICT 인력 규모는 

회사규모 는 ICT이외 분야 근무인력들의 성장추세와는 달리 규모유지 혹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2.  ICT운  인력 구성 정보

  2011년 12월을 기 으로 각 회사에서 ICT 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의 공 황은 아래 [표 3-2]와 같다. 입사 당시 ICT 분야를 공한 직원들을 

ICT로 분류하고, 그 외 경 , 어학, 기 등의 분야를 공한 직원들을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면 각 회사별 인사정책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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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사 B사 C사 D사

ICT 기타 ICT 기타 ICT 기타 ICT 기타

본

사

간부 7 2 5 7 6 6 5 8

직원 4 1 3 7 4 4 3 5

계 11
(79%)

3
(21%)

8
(36%)

14
(64%)

10
(50%)

10
(50%)

8
(38%)

13
(62%)

지

사

간부 5 0 9 0 6 1 7 0

직원 10 3 17 0 22 0 14 0

계 15
(83%)

3
(17%)

26
(100%)

0
(0%)

28
(97%)

1
(3%)

21
(100%)

0
(0%)

합 계 26
(81%)

6
(19%)

34
(71%)

14
(29%)

38
(78%)

11
(22%)

29
(69%)

13
(31%)

[표 3-2] 전공분야별 ICT 인력 구성(ICT:정보통신 전공, 기타: 타 분야 전공)

성숙도 모델 A사 B사 C사 D사 측정년월 비고

EA 2.11 2.2 1.78 1.67 2011.9 행안부 주관

COBIT 2.37 1.54 2.21 1.70 2012.3 자체측정

[표 3-3] 성숙도 모델별 수준 측정결과

  연구 상기업 4개사 모두에서 2001년 분사 당시 ICT 련 직무는 ICT를 

공한 직원들이 100% 담하고 있었지만, 2011년 12월 기  타 분야 공 직원

들이 20%～30%정도 담당을 하고 있었다.

3. IT 거버 스 성숙도 측정 정보

  정부에서 시행 인 EA 성숙도 수 과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선정된 COBIT

의 성숙도 수 을 비교해보기 해 각 사의 EA  COBIT 성숙도 수 을 정리

해 보면 아래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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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사별 성숙도 수  측정결과 분석

1. A사의 성숙도 수  측정결과 분석

  계획수립  조직화(Plan and Organize: PO) 역에서는 지역간(본사/

지사), 직 간(간부/직원) 각 그룹에서 측되는 성숙도 수 이 그룹간 

매우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A사 측정결과: PO영역  

    

  도입  구축(Acquire and Implement: AI) 역은 PO 역과 마찬가지

로 그룹간 성숙도 수 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역간 성숙도 수

의 AI6(변경 리)7) 로세스에서 본사와 지사의 IT담당자들 사이에 

성숙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A사에 도입되어 운  인 

형상 리 시스템이 본사에서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3-2] A사 측정결과: AI영역

    

7) AI6(변경 리): 솔루션  서비스 제공 상의 결함과 재작업을 이면서, 경 략

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응하기 한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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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지원(Deliver and Support: DS) 역에서는 지역간(본사/지

사), 직 간(간부/직원) 각 그룹에서 측되는 성숙도 수 이 매우 유사

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DS1(서비스 수  정의  리) 로세스와 

DS6(비용 산정  배분) 로세스에서 매우 낮은 성숙도 수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IT 서비스와 경 략이 효율 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IT 투자의 효과성에 한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 A사 측정결과: DS영역

    

  모니터링  평가(Monitor and Evaluate: ME) 역은 지역간(본사/지

사), 직 간(간부/직원) 각 그룹에서 측되는 성숙도 수 의 패턴이 매

우 유사하다. ME3(외부 요구사항의 수 확보) 로세스에서 매우 높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원인으로는 A사에서 사내 IT업무 감사가 이루어

질 때 IT 업무성과나 IT 거버 스 보다는 주로 법규  계약 요구

사항 수에 을 두고 수행되고 있었다.

 

[그림 3-4] A사 측정결과: ME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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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각 역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A사의 경우 종합 성숙도 

2.38의 수 을 기록하며 연구 상 기업  가장 높은 성숙도 수 을 보

여주고 있다. 2011년도 측정된 EA 성숙도 수 의 경우 2.11로 이번에 측

정된 COBIT 성숙도 모델의 결과와 비슷한 수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 A사 측정결과: 종합

     

   
  A사의 CIO  IT 거버 스 담당자 인터뷰 시 나타난 역별 요도

와 이번 성숙도 측정에서 나타난 역별 성숙도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 분 PO AI DS ME

CIO의 영역별 중요도 1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담당자의 영역별 중요도 4순위 2순위 1순위 3순위

성숙도 수준 결과 4위(1.97) 1위(2.67) 2위(2.53) 3위(2.33)

[표 3-4] ICT 관련자의 영역별 중요도 비교(A사)

  의 결과를 보면 IT 거버 스 담당자는 자신의 주요 업무 역인 DS

(운   지원) 역, AI(도입  구축) 역을 각각 1순 , 2순 로 요

도 순 를 두고 있었다. 반면 CIO는 PO(계획 수립  조직화)와 ME(모

니터링  평가) 역의 요도 순 를 높게 두고 있어 실제 성숙도 수  

측정 결과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내 IT 거버 스 

추진에 있어서 CIO의 정책 우선순 가 해당 담당자나 정책방향 결정에 

잘 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 A사의 CIO는 무이사 으

로 산 규모에 따른 기 에 의하여 일정 액 이상의 사업에 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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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선별 으로 요하다고 단

되는 정책결정에 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는 

으로 실무자들의 단에 의하기 때문에 체 인 IT활동에서 지극히 

제한 인 부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B사 성숙도 수  측정결과 분석

  계획수립  조직화(Plan and Organize: PO) 역의 성숙도 수 은 

본사(1.51), 지사(1.63), 간부(1.54), 직원(1.59)로 평균 으로는 매우 유사

한 수 을 보이고 있으나, 본사/지사, 간부/직원 2가지 비교군 모두 그 

그룹간 패턴에서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PO 역의 10개 로세

스 모두에서 1.5 를 기 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성숙도 수 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3-6] B사 측정결과: PO영역

    

  
  도입  구축(Acquire and Implement: AI) 역은 성숙도 수  4개

역(PO, AI, DS, ME)  유일하게 그룹간(지역간/직 간) 성숙도에서 유

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역이다. AI 역은 B사의 성숙도 수  

에서 가장 높은 성숙도 수 을 나타내고 있는 역으로 그룹간(지역간/

직 간) 성숙도 패턴의 유사성이 성숙도 수 과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사의 성숙도 수 은 AI(1.57), PO(1.56), ME(1.53), DS(1.50)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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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B사 측정결과: AI영역

    

  운   지원(Deliver and Support: DS) 역은 PO 역에서와 마찬가

지로 DS 역 역시 1.5 을 기 으로 매우 고른 성숙도 수 을 나타내고 

있다. 각 그룹별(지역간/직 간) 성숙도 수 에서는 특정한 패턴을 찾을 

수 없다. DS 역은 각 연구 상 회사에서 수  측정을 한 4개의 역 

 상 으로 높은 순 를 기록하고 있는 역이다.(A사:2 , C사:1 , D

사:1 ) 반면, B사에서는 가장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림 3-8] B사 측정결과: DS영역

    

  
  모니터링  평가(Monitor and Evaluate: ME) 역은 로세스의 개

수가 타 역에 비하여 고, 각 로세스의 성숙도 수 이 1.5 을 기

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그룹별(지역간/직 간) 성숙도 수 에서 패

턴의 존재 여부를 규정 할 수 없었다. 특이할 은 ME2(내부통제 모니

터링  평가)8) 로세스에서 그룹별(지역간/직 간) 성숙도 수 의 인

식에 있어서 상 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8) ME2(내부통제 모니터링  평가): IT 목 의 달성을 보호하고, IT 련 법규  

계약을 수하기 한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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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B사 측정결과: ME영역 

    

 

의 각 역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B사의 경우 종합 성숙도 1.54로 

연구 상 기   가장 낮은 성숙도 수 을 기록했지만, EA 성숙도 수

에서는 2.2로 연구 상 기   가장 높은 성숙도 수 을 기록했다. 이

러한 상은 COBIT 성숙도 측정모델과 EA 성숙도 측정모델의 분명한 

차이 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담당자 인터뷰 결과 B사는 2011

년 범정부 EA 성숙도 수  측정에 비하여 장기간의 컨설  용역을 수

행했으며, EA 성숙도 수  유지를 한 회사차원의 강력한 정책  지원

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0] B사 측정결과: 종합

    

  CIO  IT 거버 스 담당자 인터뷰 시 나타난 역별 요도와 이번 

성숙도 측정에서 나타난 역별 성숙도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 분 PO AI DS ME

CIO의 영역별 중요도 1순위 2순위 4순위 3순위

담당자의 영역별 중요도 2순위 1순위 3순위 4순위

성숙도 수준 결과 2위(1.56) 1위(1.57) 4위(1.50) 3위(1.53)

[표 3-5] ICT 관련자의 영역별 중요도 비교(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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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IT 거버 스 담당자들은 PO 역에 해서 가장 낮은 요도

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B사의 IT 거버 스 담당자는 PO 역의 요

도에 높은 우선순 를 두고 있었다. 한 CIO 역시 다른 회사의 CIO들

이 PO 역과 ME 역에 상 으로 높은 우선순 를 두는데 반해 PO

역과 AI 역에 높은 우선순 를 두고 있는 을 주목할 만 하다. 다른 

모든 연구 상회사에서 가장 낮은 순 를 보이는 PO 역이 B사에서 2

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CIO  IT 거버 스 담당자의 역별 우선순

가 성숙도 수 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CT 활동에서 

CIO의 역할은 다른 연구 상기 과 유사한 제도로 운 되고 있었다.

3. C사 성숙도 수  측정결과 분석

  계획수립  조직화(Plan and Organize: PO) 역에서 그룹간 성숙도 

수 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A사와 유사하나, 각 로세스

간 수 차이가 A사에 비하여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그림 3-11] C사 측정결과: PO영역

    

  
  도입  구축(Acquire and Implement: AI) 역에서는 그룹 간 측

되는 성숙도 수 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C사의 체 AI

역 성숙도(2.24)에 비하여 AI29) 로세스의 성숙도(1.56)가 매우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A사를 제외한 B사, C사, D사에서 공통 으

9) AI2(애 리 이션 소 트웨어의 도입  유지보수): 이용 가능한 애 리 이션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연계하고, 이것을 시에 정한 비용으로 수행하기 한 

로세스



- 35 -

로 측되는 상으로 ICT 담당자의 인 구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회사별 ICT 담당자  ICT 공자의 비율은 A사(81%), B사

(71%), C사(78%), D사(69%)로 나타났고, ICT 공자 에서 IT 공자의 

비율이 A사에 비해 B사, C사, D사가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C사 측정결과: AI영역

     

  운   지원(Deliver and Support: DS) 역은 지역간(본사/지사), 직

간(간부/직원) 각 그룹에서 측되는 성숙도 수 이 매우 유사한 패턴

을 보이고 있다. DS1(서비스 수  정의  리)10) 로세스와 DS6(비

용 산정  배분)11) 로세스에서 매우 낮은 성숙도 수 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IT 서비스와 경 략이 효율 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IT 

투자의 효과성에 한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C사 측정결과: DS영역 

    

  

10) DS1(서비스 수  정의  리): 핵심IT 서비스와 경 략이 연계되도록 하기 

한 로세스

11) DS6(비용 산정  배분): IT 비용을 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에 입각

한 IT 서비스의 활용을 통하여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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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평가(Monitor and Evaluate: ME) 역에서의 성숙도 수

은 본사보다는 지사에서 인식되는 성숙도 수 이 높은 과, ME3(외

부 요구사항의 수 확보) 로세스의 성숙도 수 이 다른 로세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등에서 볼 때, A사의 성숙도 수 과 매우 유

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4] C사 측정결과: ME영역

    

  의 각 역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C사의 경우 종합 성숙도 2.21

로 연구 상 기   두 번째로 높은 성숙도 수 을 보여주고 있고, 

2011년도에 측정된 범정부 EA 성숙도 수 에서는 1.78의 수 을 기록하

고 있었다.

 

[그림 3-15] C사 측정결과: 종합

    

   
  CIO  IT 거버 스 담당자 인터뷰 시 나타난 역별 요도와 이번 

성숙도 측정에서 나타난 역별 성숙도 결과는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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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PO AI DS ME

CIO의 영역별 중요도 2순위 4순위 3순위 1순위

담당자의 영역별 중요도 4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성숙도 수준 결과 4위(1.92) 3위(2.24) 2위(2.29) 1위(2.40)

[표 3-6] ICT 관련자의 영역별 중요도 비교(C사)

  인터뷰 결과 C사는 ICT 업무 역뿐 아니라  업무 역에서 ME(모

니터링  평가) 역을 매우 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었고, 이에 따

라 CIO와 IT거버 스 담당자의 역별 요도의 순 가 향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IT 거버 스 담당자는 개인 으로 DS, AI, ME, PO 

역 순으로 우선순 를 두고 있으나, ME 역을 강조하는 회사의 업무

환경에 맞추기 해 DS, ME, AI, PO 역 순으로 우선순 를 조정하고 

있었다. 

  ICT분야에 한 CIO의 의사결정 참여는 다른 연구 상 회사들과 마

찬가지고 산규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고, 회사의 반 인 업무환

경(ME 역에 한 강조)이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에 향을 주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4. D사 성숙도 수  측정결과 분석

  계획수립  조직화(Plan and Organize: PO) 역에서 본사/지사, 간

부/직원 2가지 비교군 모두 그 그룹간 성숙도 수 의 패턴에서는 유사성

을 발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PO8(품질 리) 로세스에서 본사

(1.25)와 지사(2.13)사이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역의 평균  성

숙도 수 은 본사(1.54)보다는 지사(1.70)가, 간부(1.56)보다는 직원(1.67) 

그룹에서 보다 높은 성숙도 수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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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D사 측정결과: PO영역

    

  도입  구축(Acquire and Implement: AI) 역에서도 비교단  그룹

간 패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역의 평균  성숙

도 수 은 본사(1.56)보다는 지사(1.73)가, 간부(1.59)보다는 직원(1.70) 그

룹에서 보다 높은 성숙도 수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7] D사 측정결과: AI영역

    

  운   지원(Deliver and Support: DS) 역은 1.89로 D사에서 가장 

높은 성숙도 수 을 나타내고 있는 역이다. 하지만 이 역에서도 비

교단  그룹간 패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역의 평균  성숙도 수 은 지사(1.87)보다는 본사(1.91)가, 간부

(1.87)보다는 직원(1.91) 그룹에서 보다 높은 성숙도 수 을 보여주고 있

다. 4개의 측정 역  유일하게 본사그룹이 지사그룹보다 높은 성숙도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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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D사 측정결과: DS영역

    

  모니터링  평가(Monitor and Evaluate: ME) 역의 평균  성숙도 

수 은 본사(1.61)보다는 지사(1.64)가, 직원(1.54)보다는 간부(1.72) 그룹

에서 보다 높은 성숙도 수 을 보여주고 있다. 4개의 측정 역  유일

하게 간부그룹이 직원그룹보다 높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9] D사 측정결과: ME영역

    

  의 각 역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D사의 경우 체 으로 1.5～

2.0 사이의 유사한 성숙도 수 을 보이고 있으며 본사보다는 지사가, 간

부보다는 직원들의 성숙도 수 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D사 측정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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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O  IT 거버 스 담당자 인터뷰 시 나타난 역별 요도와 이번 

성숙도 측정에서 나타난 역별 성숙도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 분 PO AI DS ME

CIO의 영역별 중요도 1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담당자의 영역별 중요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성숙도 수준 결과 4위(1.62) 2위(1.65) 1위(1.89) 3위(1.63)

[표 3-7] ICT 관련자의 영역별 중요도 비교(D사)

  의 결과를 보면 D사 역시 성숙도 수  측정 결과가 CIO의 역별 

요도 보다는 IT 거버 스 담당자의 역별 요도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D사의 CIO도 다른 연구 상 기 과 같이 산규모에 따라 

ICT 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CIO의 제한  의사결정 

참여가 비즈니스 략과 IT 략의 융합을 통하여 시 지를 얻고자 하는 

IT 거버 스의 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략  연계(Strategic 

Alignment) 측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3    성숙도 수  분석 결과

  이상의 각 회사별 CIO  IT 거버 스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차이분석 과정에서 찰된 여러 가지 상  

연구 상기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 이고 주목할 만한 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숙도 수 과 성숙도 패턴의 상 계(相關關係)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  확인할 수 있었던 

상은 회사별 IT 거버 스 성숙도 수 과 분석단  그룹(지역별/직

별)의 성숙도 패턴간의 상 계(相關關係) 다. 상 계 확인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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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연구 상기 을 성숙도 수  상  2개사(A사, C사)와 하  2개사

(B사, D사)의 두 집단으로 구분해 보면, 상  집단에서는 각 역별(PO, 

AI, DS, ME)로 측정된 성숙도 수 에서 그룹간(지역별/직 별) 매우 뚜

렷한 성숙도 패턴의 유사성(類似性) 확인할 수 있었고, 하  2개사에서는 

그룹간(지역별/직 별) 성숙도 패턴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구분 상위 2개사(A사, C사) 하위 2개사(B사, D사)

지역별

직급별

[표 3-8] 상․하위 집단간 성숙도 수준 유사도(PO분야) 

  성숙도 수 과 성숙도 패턴과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하여 회사별 

성숙도 수  응답 자료의 표 편차를 분석해 보았다. 성숙도 수  측정

에 한 응답자료 분석결과 상  집단의 표 편차가 하  집단의 표 편

차보다 낮게 측정되었다.(부록 1 참조) 

구분 A사 B사 C사 D사 비고

PO영역 0.61 0.70 0.72 0.75
 ❍ 회사별 성숙도 수준

    A > C > D > B

 ❍ 표준편차 (낮은순)

    A > C > B > D

AI영역 0.69 0.69 0.68 0.75

DS영역 0.69 0.73 0.73 0.77

ME영역 0.70 0.70 0.65 0.68

계 0.67 0.71 0.70 0.74

[표 3-9] 각 사별 성숙도 수준 응답자료 표준편차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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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두 가지 분석에서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이 높은 집단이 성숙

도 수 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직內 구성원들이 업무 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이 회사의 실제 IT 거버 스 성숙도 수

과 더욱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 CIO와 IT 거버 스 담당자간 역별 요도의 괴리(乖離)

  인터뷰 진행과정에서 각 연구 상기 에서 공통 으로 측되는  다

른 상으로는 기 內  IT 거버 스 추진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CIO와 IT 거버 스 담당자 사이의 IT 거버 스 역별(PO, 

AI, DS, ME) 요도에 한 인식의 괴리(乖離)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다. 몇 가지 외 인 사항을 제외하면 CIO들은 PO(계획 수립  조직

화) 역과 ME(모니터링  평가) 역의 요도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IT 거버 스 담당자들은 AI(도입  구축) 역과 DS(운   지원) 역

의 요도에 보다 높은 비 을 두고 있었다. B사의 IT 거버 스 담당자

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IT 거버 스 담당자들은 PO 역을 자신들의 업

무 범 에서 통제 불가능한 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영역 중요도 상위 2개 (1순위, 2순위)

CIO IT 거버넌스 담당자 성숙도 측정결과

A사 PO, ME DS, AI AI, DS

B사 PO, AI AI, PO AI, PO

C사 ME, PO DS, ME ME, DS

D사 PO, ME AI, DS DS, AI

[표 3-10] IT 거버넌스 영역별 중요도 비교

  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B사를 제외하면 CIO와 IT 거버 스 담당

자는 서로 상이한 역별 요도에 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숙도 

측정결과는 CIO보다는 IT 거버 스 담당자의 요도에 한 인식에 많

은 향을 받고 있었다. 직무/직 에 의한 업무 특성상 CIO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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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역과 ME 역을, IT 거버 스 담당자의 경우는 AI 역과 DS 역을 

보다 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

지만 문제는 이 두 요한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이견을 조율하고자 하

는 시도가 무(全無)하고, 어느 구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었다.

  

3.  IT 거버 스 담당자와 ICT 운 인력들 간의 인식 차이

  CIO와 IT 거버 스 담당자와의 역별 요도에 한 인식차이 못지

않게, IT 거버 스 담당자와 성숙도 측정의 상이었던 ICT 운 인력들 

간의 성숙도 수 에 한 인식 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 다.

  실제로 각 기 에서 IT 거버 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인식하

고 있는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은 각 회사의 IT거버 스 성숙도 수

과 최소 0.1(6.5%, B사)에서 최  0.44(18.5%, A사) 정도의 차이를 보이

고 있었다. 이는 연구 상기  4개회사 모두에서 측되는 상으로 IT 

거버 스에 하여 비교  객 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IT 거

버 스 담당자의 성숙도 수 이 회사의 체 ICT 업무담당자들을 상

으로 측정한 IT 거버 스 성숙도 보다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분
A사 B사 C사 D사

담당자 전체 담당자 전체 담당자 전체 담당자 전체

PO 1.60 1.97 1.40 1.56 1.60 1.92 1.40 1.62

AI 2.29 2.67 1.57 1.57 1.86 2.24 1.86 1.65

DS 2.38 2.53 1.54 1.50 2.15 2.29 1.31 1.89

ME 1.50 2.33 1.25 1.53 1.75 2.40 1.50 1.63

계 1.94 2.38 1.44 1.54 1.84 2.21 1.52 1.70

[표 3-11] 성숙도 수준에 대한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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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은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측정과정에서 타사와의 비교

연구라는 연구방법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피험자 편 (Subject Bias)

를 방지하기 해 “사내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측정”의 형식으로 진

행하 지만 사내 IC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험자들은 가능하면 자신

들이 수행하고 있는 IT 거버 스 활동의 성숙도 수 을 정 으로 평

가하고자 하는 다른 측면의 피험자 편 (Subject Bias)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IT 거버 스 활동의 단발 (單發的) 추진 행태(行態)

  마지막으로 각 연구 상기 에서 공통 으로 찰된 상은 IT 거버

스 활동의 단발  추진 행태 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발 회사의 

IT 거버 스는 정부에서 추진 인 범정부 EA 랫폼을 기반으로 구축 

에 있었다. 정부에서는 각 기 의 IT 거버 스 구축 활동을 평가하기 

하여 정부산하 모든 행정기 과 공공기 을 상으로 매년 9월 EA 성

숙도 수  측정을 정기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발 회사 역시 범정부 

EA 성숙도 수  측정 상기 에 속해 있다. 이러한 EA 성숙도 수  

측정에 응하기 하여 각 발 회사에서는 IT 거버 스 추진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  이지만 이는 명목상의 조직일 뿐이며 담당자 

역시 인 자원의 한계에 의해 IT 거버 스 업무만을 담할 수 없는 것

이 실이었다. 상황이 이 다 보니 부분의 담당자들이 IT 거버 스에 

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 인 계획 하에 단계 으로 사내 

IT 거버 스를 구축․발 시켜 나가기 한 지속 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 상기 인 발 회사에서 재 수행되고 있는 

모든 IT 거버 스 활동은 매년 9월 실시되는 EA 성숙도 측정에 응하

기 한 활동이 거의 부라고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활동마 도 

외부인력에 의한 2～4개월 정도의 컨설  로젝트 형태로 추진이 되어 

기 내부에 IT 거버 스에 한 노하우(Know-How)가 축 이 되거나, 

지속 ․단계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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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성숙도 수  차이의 요인(要因)

  연구의 다음 단계로 연구 상기 의 IT 성숙도 수  분석단계에서 나

타난 의 4가지 상들을 주요 주제로 하여 각 연구 상기 들의 CIO 

 IT 거버 스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의 주요 목

은 IT 성숙도 수  분석단계에서 찰된 상이 발생하는 요인의 도출

이었다. 이러한 인터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ICT 구성원들 간의 정보의 비 칭12)

  IT 거버 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ICT 구성원들 사이의 IT 거

버 스에 한 정보의 비 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성숙도 수 이 높은 A사와 C사의 경우 지역(본사/

지사), 직 (간부/직원) 간 성숙도 수 에 한 유형별 패턴이 매우 유사

하게 나타난 것에 비하여 성숙도 수 이 다소 낮게 평가된 B사와 D사의 

경우 지역(본사/지사), 직 (간부/직원) 간 성숙도 수 에 한 그룹별 

패턴이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모습을 보 다. 이는 성숙도 수 이 높은 

기 에서는 기 의 IT 거버 스에 한 략과 추진방향이 조직내부에 

잘 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효과 으로 달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뷰 결과 A사와 C사의 경우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EA 성숙도 측정을 한 컨설  로젝트에서 사내  ICT 담당직

원을 상으로 IT 거버 스(EA)에 한 교육을 꾸 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사와 D사는 사내 체 인 교육 없이 IT 거버

12) 정보의 비 칭(Information asymmetry): 주인- 리인 계에서 리인이 주인보

다 련 사안에 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 등을 말한다. 임

자와 리인은 각각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극 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이해 계를 가지며, 리인이 임자보다 특정한 과업에 해 더 많은 지식과 능

력을 갖게 되는 정보의 비 칭성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충분하게 확보하

지 못하는 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 정보의 비 칭으로 ‘역선택

(adverse selection)'과 ’도덕  해이(moral hazard)' 상이 나타나게 된다. 

   - 행정학사 , 이종수, 2009,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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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담당자 차원의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발 회사에서 IT 거버 스에 한 정보의 비 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지는 B사와 C사의 사

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성숙도 모델 A사 B사 C사 D사 측정년월

EA 2.11 (2위) 2.2 (1위) 1.78 (3위) 1.67 (4위)
2011.9

(행정안전부 주관)

COBIT 2.37 (1위) 1.54 (4위) 2.21 (2위) 1.70 (3위)
2012.3

(자체 측정)

[표 3-12] 성숙도 측정 모델 별 성숙도 수준

  의 [표 3-11]에서 볼 수 있듯이 B사는 2011년 9월에 실시된 범정부 

EA 성숙도 수  평가에서 2.2의 성숙도를 기록하며 연구 상기 (4개사)

에서 가장 높은 성숙도를 기록하 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진행된 

COBIT 성숙도 수  측정에서는 1.54를 기록하며 연구 상기  4개사 

에서 가장 낮은 성숙도를 나타냈다. 반 로 C사의 경우는 EA 성숙도 수

 평가에서는 1.78로 3 지만, COBIT 성숙도 수  평가에서는 2.21로 

2 의 성숙도 수 을 기록하며 B사와 정반 의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IT 거버 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IT 거버 스 련 업무를 

보다 효율 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하여 가능한 사내 업무 련자를 

이고 문성이 보장된 외부 컨설  인력과의 업을 통해 EA 성숙도 

측정에 비하기 한 업무만을 제한 으로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

 효용을 극 화 하는 선택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B사의 IT 

거버 스 담당자는 2011년 EA 성숙도 수  평가에 비하여 4개월의 컨

설  로젝트를 수행하 고, 이 과정에서 규모를 최소화한 필수 ICT 

업무 담당자들만을 상으로 IT 거버 스 련 교육을 실시하 다. 반면 

C사 IT거버 스 담당자의 업무추진 략은 조  달랐다. C사의 IT 거버

스 담당자는 B사에 비해 상 으로 짧은 2개월의 컨설  로젝트를 

수행하 지만, 이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ICT 업무 담당자들을 IT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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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련 교육에 참가토록 하 다. 이러한 과정이 IT 거버 스에 한 

사내 구성원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13)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EA성숙도 수 에 비하여 COBIT 성숙도 수  측정에서 보다 나은 결과

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EA 성숙도 수  평가는 객 인 데이터를 기

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정리․가공 등의 측면에서 담

당자의 문성, 역량 등이 성숙도 수 에 많은 부분 반 되는 것이 사실

이다. 반면 COBIT 성숙도 측정 모델은 성숙도 측정 상(피험자)의 주

인 인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험자 편의(Subject Bias)

에 한 통제만 잘 이루어진다면, 조직의 체 인 측면에서의 성숙도 

수  악에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2. IT 거버 스에 한 이해(理解) 부족

   다른 요인으로는 IT 거버 스에 한 이해의 부족이 주요한 요인

으로 도출 되었다. 성숙도 측정  인터뷰 수행 결과 CIO, ICT 업무 담

당자, 심지어 IT 거버 스 담당자(EA 담당자)조차도 IT 거버 스에 

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 에 속하는 발 회사는 IT 거버 스 구축의 수단으로 정부에

서 추진 인 범정부 EA를 도입하고 있고, 각 기 의 EA 구축을 실무

으로 지원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EA(Enterprise Architecture)

에 하여 "기 의 모든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 하여, EA는 여러 가지 

(계층, 시간, 구성요소)으로 추상화(abstraction)시킨 업무  IT의 

청사진 는 설계도(Architecture)"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의 정의에서 나오는 설계도 는 아키텍처를 얻기 하여 각 회사의 

EA담당자들은 매년 "EA 행화"라는 이름으로 외부 컨설 을 수행하거

나 내부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회사의 ICT 설계도를 반복해

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재 다수의 EA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13) 정보격차(digital divide): 새로운 정보기술에 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와 그 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 ․사회  격차가 심화되는 상

   - 네이버 백과사 (http://100.naver.com/100.nhn?docid=74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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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A 련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설계도(Architecture)는 EA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설계도를 ICT 업무

에 활용하고, 설계도가 기 의 재 상태를 정확히 표 하도록 유지하기 

한 추가 인 요소들이 포함되어야만 비로소 EA의 진정한 정의를 변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되어야 하는 요소들에 하여 설명하기 하여 건물의 신축 과정

에 한 로세스를 로 들어보기로 하겠다. 먼  토지를 소유하고 있

는 지주(地主)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하려는 건물의 

설계도를 작성한 후 담당 청에 건축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설계도(Architecture)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상․하수도, 력 

등 네트워크 인 라 련 황과 항로/지하 구조물 등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건축에 한 허가 는 불허를 결정할 것이다. 지주

(地主)가 제출한 설계도에는 건물에서 사용할 각종 자원에 한 상세한 

정보가 있을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에는 각종 자원에 

한 활용가능 용량 정보가 있을 것이다. 건축에 한 허가가 떨어지면 

지주는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새로운 건물이 완성이 될 것이다. 건축공사

가 끝나면 지주는 다시 담당공무원에게 공검사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

은 신축건물이 설계도 로 건축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을 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에 신규

건물을 등록하여 설계도의 변경사항을 반 한다.

  이상의 일련의 과정은 IT 거버 스에도 같이 용가능하다. 그러나 

재 ICT 장에서 수행되는 거버 스 활동은 건축허가, 공검사 요청/

승인 등 설계도(Architecture)를 행화 하기 한 아무런 차가 없이 

담당공무원이 매년 자신의 할구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건물, 증축된 

건물, 철거한 건물 등을 일일이 찾아 설계도(Architecture)를 다시 그리

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IT 거버 스에 

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의 IT 거버 스 구축 활동을 설계도(Architecture) 갱신 

주의 활동에서 설계도(Architecture) 갱신을 한 업무 차 개선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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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기 의 IT 거버 스 담당자

가 거버 스 도입에 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IT 거버 스 구축에 

한 ․장기 인 계획을 세우고, 매년 부분 이고 계획 인 개선활동

을 지속 으로 추진하기 한 략  근이 필요할 것이다.

3. 평가 주의 정책에 기인(起因)된 피험자 편의(Subject Bias)

  사회에 들어오면서 사회 반에 도입된 경쟁체제는 필연 으로 각 

조직  개인에 한 성과 평가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추진되는 부분의 사내․외의 정책들은 일정기간 후에 실 이나 성과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기 한 경 평가제

도, 회사 內  각각의 조직들을 평가하기 한 내부평가제도, 부서들의 성

과를 평가하기 한 부서평가제도,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

기 한 개인평가제도 등 매우 다양한 에서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성과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 환경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의 조직 구성원들이 성과평가에 익숙한 것은 무나도 당

연한 사실일 것이다.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측정 역시 피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

의 성과평가에 다름이 없을 것이고, 피험자들은 성숙도 수 의 측정결과

에 의해 자신들의 업무환경이 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본 연구는 회사별 IT 거버 스 성숙도 측정 당시 타사와의 

비교측정 시 발생 가능한 조직 구성원들의 피험자 편의(Subject Bias) 

가능성을 방지하기 해 회사별 EA담당자와의 의를 거쳐 『사내 자체 

IT 거버 스 성숙도 측정』의 형식으로 각 회사별로 독립 으로 실시하

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사내 조직평가  개인평가 측면의 피험자 편

(Subject Bias) 가능성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IT 거

버 스 성숙도 수  측정에 임하는 구성원들은 가능한 한 성숙도 수 을 

높게 평가했을 것이고, 이것이 연구 상 4개사 모두에서 구성원 체의 

성숙도 수 이 IT 거버 스 담당자의 성숙도 수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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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T 자원 증가율 비 ICT 인 자원의 부족

   기업 경 환경에서 ICT의 요도는 과거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

로 높아졌고 그 결과로 기업이 보유한 ICT 련자원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 다. 하지만 늘어난 ICT 자원을 리해야 하는 ICT 담당 인력의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상기   A사의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H/W

S/W
전체예산

(자본)

ICT 예산

(자본)

ICT

담당인력서버 PC

2004년 75대 1,509대 50종 6,157억 48억 40명

2012년 195대 1,859대 97종 11,305억 86억 32명

증감율 160% 23.2% 94% 83% 79.2% -20%

[표 3-13] A사의 ICT자원 변화 

  [표 3-12]는 2001년 발족(發足)된 A사의 경 환경이 안정화기에 어

들기 시작한 2004년과 2011년의 ICT 련 자원 변화추이를 조사한 것이

다. 회사의 업무를 직 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S/W)의 경우, 2004

년 50종 비 2011년 97종으로 94%의 증가율을 보 고, 이러한 정보시

스템(S/W)을 운 하기 한 서버(H/W)의 경우도 2004년 75 에서 2011

년 195 로 160%나 증가하 다. 이는 A사의 Business에서 ICT가 차지

하는 요도의 비 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산측면

에서 체 산  실제 투자의 성격에 해당되는 자본 산부분만을 살펴

보면, ICT 산은 2004년 48억에서 2012년 86억으로 72% 증가한 규모를 

보 고, 체 산(자본) 비 ICT 산(자본)이 차지하는 비 은 2004

년 0.78%에서 2012년 0.76%로 거의 비슷한 비 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ICT 련 자원  산의 질 ․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

한 ICT 자원  산을 리하고 운 할 인력자원은 오히려 2004년 

비 20%가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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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회사의 발족(發足) 기인 2004년에 비하여 체 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운  이고, 업무의 많은 부분이 아웃소싱에 의한 탁으로 

처리되고는 있지만 재의 인력구조는 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각 

사의 ICT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제 5    IT 거버 스 구축에 한 시사 (示唆點)

  이번 연구는 장의 ICT 업무 담당자들을 상으로한 설문을 통하여 

각 기 의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을 측정하고 해당 기 의 CIO  

EA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회사내/회사간 성숙도 수 에 향을 주

는 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진행하면서 재 

IT 거버 스 구축을 새로 추진하거나 는 이미 구축된 IT 거버 스 체

계의 고도화(高度化)를 계획 인 기 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사

을 찾을 수 있었다.

1. ICT의 략  요도에 한 이론과 실의 괴리(乖離)

  기업 경 환경에서 ICT의 략  요도에 한 이론과 실의 괴리

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 발표되는 많은 보고서  연구 자

료에서 ICT의 략  요성에 한 사항을 비  있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연구 진행과정에서 만나본 각 기 의 CIO, ICT 담당자, 

업담당자들과의 인터뷰에서 ICT의 략  요성에 한 언 은  

찾을 수 없었다.

  물론 장에서 ICT가 Business 수단으로서의 요도가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상은 ICT 담당자보다는 업담당자들이 

더욱 체감하고 있었고, 보다 높은 수 의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었다. 하

지만 정작 Business 략으로서의 요도의 향상을 느끼는 구성원은 없

었다. CIO와의 인터뷰에서도, 심지어 실질 인 CIO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ICT 분야 고 직  간부와의 인터뷰에서도 ICT를 Business 략이

라기보다는 Business의 지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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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들의 심사는 Business 략에 한 ICT의 효율 이고 효

과 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한 책으로는 Business 략과 ICT 략 연계의 성공 인 사례를 

심으로 한 Best Practice의 개발과 보 을 서둘러 ICT의 략  요성

에 한 경 진(CEO, CIO)의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명목 (名目的) CIO 제도의 실화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화담당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정보화에 한 기획․조정․ 리 능력의 미흡, 정

보화와 조직 신과의 효과 인 연계 미흡에 따른 산과 자원의 낭비 

심화, 부처내․부처간 원활한 력․조정․정보공동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 국가정보화 진을 

해 1998년 10월에 최고 리자의 의지와 조직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해  

수 있는 CIO제도를 공식 으로 도입하여 재까지 운 하고 있다(김석

주, 2011). 하지만 도입 기부터 제기된 CIO 제도의 실효성에 한 의

문은 재까지도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활성화 방안에 한 책을 모

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 우리나라는 법제도상으로 CIO에 한 역할, 자격, 지 까지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표 3-11]에서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실제로 앙행정기 이나 공

공기 에서 용되고 있는 CIO제도는 사실상 명목 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 재 연구 상기 의 CIO는 4개사 모두 기획분야의 본부장( 무)

이 임명되어 CIO 역할을 수행 에 있다. 하지만 CIO들이 ICT업무에 

여하는 경우는 주로 산을 기 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

모 이상의 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계획이나 추진 정도에만 CIO의 개입

이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더구나 이들은 기업의 경 인 측면에는 문

성과 안목이 충분하나 ICT 업무에 해서는 그 이해와 안목이 부족한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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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로 재 각 사는 ICT분야의 임직원  최고 직 의 임원

이 실질 인 CIO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실이 이 다 보니 당연히 

CIO를 비롯한 경 진의 ICT분야에 한 요도와 심도는 떨어질 것

이고, ICT 련 정책의 결정을 ICT 담당자의 심사에서 경 진의 심

사로 만들고자 하는 IT 거버 스의 근본 취지도 묘연(杳然)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 분 내 용 비고

역 할

 •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

 •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자 격

 • 당해 기관의 실제 업무처리과정 전반에 정통한 자

 • 정보화분야에 관한 넓은 이해와 안목을 가진 자

 •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전반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제6조

직 위

 • 기획관리실장 기타 기획관련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

 • 예외적으로 행정기관 특성상 다른 부서의 장을 정보화 책임

   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지정

제8조

[표 3-14]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대통령훈령 제157호)

  따라서 재의 CIO 제도를 본래 도입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기 해서

는 임명된 CIO에 한 ICT 반에 한 이해와 안목을 기르기 한 체

계 이고 주기 인 교육과 CIO의 정책결정 참여기회의 제도  확 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54 -

3.  평가제도에 의한 치 상(轉置現像)

  마지막으로 평가제도에 의한 치 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다. 1990년 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신공공 리(新公共管

理)14)가 도입되면서 공공부문에도 책임경 이 강조되기 시작되었다.

  신공공 리론에서는 정부의 책임경 을 시하고 기업과 동일한 정도

의 효율  운 , 생산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데, 정부의 책임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담보하기 한 요한 제도  맥락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평가에 한 요성이 증가하면서 

2000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 기 평가에 

한 새로운 장이 형성되었다(최성락 외, 2009).

  평가제도의 목 은 그 의미 그 로 평가를 한 것뿐만 아니라, 피평

가 상들을 평가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 한 주요한 

목  의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 경 평가제도가 공기

업들을 정부의 의도 로 통제한다는 데에서는 매우 효과 인 제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원래의 목 인 Best Practice를 발굴하

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책임성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

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에 해 쉽게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반 이후 수행된 많은 연구가 경 평가의 부정 인 향에 한 것이었

다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傍證)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 의 IT 거버 스 구축에서도 비슷한 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IT 거버 스 구축의 임 워크로서 ‘범정부 EA’ 모델을 

제시하고 2000년도 반 이후 앙행정기   공공기 에 도입을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 도입의 독려를 한 정책으로 앙행정기

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의 항목에 포함시켜 평가에 반  이고, 공공기

의 경우도 공기업 경 평가에 포함시키려고 노력 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독려 정책이 앙행정기   각 공기업 IT 거버 스 구축에 매

14) 신공공 리(신공공 리): ‘시장주의’와 ‘신 리주의’를 결합해 통 인 료제 패

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 하기 해 개발된, 1980년  이후 

미 국가들을 심으로 등장한 정부 운   개 에 한 이론

- 행정학사 , 이종수, 2009, 문화사



- 55 -

우 부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연구 상기 의 IT 거버 스 담당자들

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매년 9월 실시하는 EA 성숙도 수  측정을 통하여 각 공

공기 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 의 IT 거버 스 담당자들은 사

내 ICT 업무 로세스의 단계  개선을 통하여 IT 거버 스 활동을 내재

화(內在化) 할 겨를도 없이 매년 실시되는 EA 성숙도 수  측정 응에 

부분의 업무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즉, 효과 인 IT 거버 스 활동

을 한 평가가 아닌 평가를 한 IT 거버 스 활동을 벌이는 목  

치 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 4 장   결론  제언

제 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기 의 규모와 경 환경이 매우 유사한 공공기 (발 회사)

을 상으로 하여 각 기 에서 재 구축 에 있는 IT 거버 스에 

한 성숙도 수 을 측정해 보고, 기 내 는 기 별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에 한 차이를 분석하여 성숙도 수 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要
因)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 다. 성숙도 측정을 한 모델로는 ISACA의 

IT 거버 스 임워크인 COBIT 4.1에서 제공하는 성숙도 모델을 

용하 고, 이 게 측정된 성숙도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기 의 CIO 

 IT 거버 스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IT 거버 스 구축과정에

서 발생하는 주요 상들을 악해 보고, 그러한 상이 발생하는 요인

들을 도출하여, 공공기 에서의 IT 거버 스 구축 시 고려해야할 시사

들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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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과정에서 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의 반부에서 상정한 

연구문제에 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련자의 업무추진 략이 IT 거버 스 성숙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업무 련자를 CIO와 IT 거버 스 담당자로 구분하

여 분석해 본 결과 각 기 의 성숙도 측정결과가 CIO가 고려하는 역

별 요도보다는 IT 거버 스 담당자의 역별 요도에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IT 거버 스 담당자의 업무추진 략이 IT 거버 스 

성숙도에 더 많은 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여, 이것은 한 CIO가 상

으로 IT 거버 스에 무 심하다는 것을 방증(傍證)하는 것이기도 하

다.

  둘째, IT 거버 스 담당자의 업무 련 문성이 IT 거버 스 성숙도에 

미치는 향은 EA 성숙도 수  측정 결과와 COBIT 성숙도 수  측정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B사의 경우 2011년 정부에서 

수행한 EA모델의 성숙도 수  측정에서는 2.2의 수로 연구 상 4개 

기   가장 높은 수 을 기록하 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수행된 

COBIT모델의 성숙도 수  측정에서는 1.54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

을 보이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B사는 2011년 EA 성숙도 수 측정에 

응하기 하여 연구 상 4개 기   가장 긴 외부 문가 용역을 수행

하 으며 다른 3개의 기 도 각자 성숙도 수 측정에 응하기 한 별

도의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EA 모델의 경우 문가에 의한 단기

간의 조치로 인하여 어느 정도 수 까지는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IT 

거버 스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하지만 COBIT의 성숙도 수  

측정모델의 경우는 구성원들의 주  의견을 토 로 성숙도 수 을 측

정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문성이 단기간에 향을 주기는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IT 거버 스 담당자의 업무  문성이 /장기의 

단계 ․계획  추진으로 발 된다면 IT 거버 스 성숙도 수  향상에 

막 한 향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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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정부의 성숙도 수  평가정책이 각 기 의 IT 거버 스 성숙도

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투자 인 부분과 효과 인 부분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었다. 먼  투자 인 부분을 살펴보면 IT 거버 스 성숙도

가 정부의 평가항목에 포함됨으로 인해 IT 거버 스에 한 경 진의 

심이 제고(提高)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으로 인하여 IT 거버 스 련 

투자가 수월해 졌으며, 실제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재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가 주로 성숙도 측정 응에 집 되어 있어 

IT 거버 스의 질  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IT 거버 스 담당자의 업무가 IT 거버 스의 질  

수 향상보다는 평가를 한 성숙도 측정의 응으로 치우치게 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결과 으로 투자 인 부분에서는 정 인 향을 미쳤지만 효과 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악 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평가제도의 부

작용으로 반드시 정책 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제 2    정책 제언

  IT 거버 스의 구축은 한 조직의 ICT와 련된 다차원 인 설계도를 

구축하는 매우 범 하고 복잡한 작업으로, 역량이 뛰어난 한 개인에 

의해 단기간에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작업이 아니다. 이 작업은 매우 

구체 인 계획 하에 장기간에 걸쳐 단계 ․조직 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경 진의 폭 인 지원이 필수 이고, 구축의 필요성과 활용

의 편의성에 한 체 조직 구성원들의 컨센서스가 요구되는 작업인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기 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기 에서의 성공 인 IT 거버 스 구축을 하여 정부의 IT 거버 스 

정책추진 당국에 다음의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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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경 진(CEO, CIO)을 상으로 ICT의 략  요성 제고를 

한 정부차원의 지속 ․효과 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

진의 의지가 없는 정책은 거의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은 거의 모든 기업

에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IT 거버 스는 경 진의 참여를 

기본 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 진을 상으로 하는

ICT의 략  요성 제고를 한 교육은 IT 거버 스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요한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IT 거버 스에 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구축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T 거버 스 구

축은 기 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 인 도입의 방식을 취하

고 있다. 하지만 각 기 마다 투입가능한 자원이나 인력의 규모가 다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 별 규모  환경을 고려한 단계별 구

축방안을 마련하여 각 기 이 각자의 환경에 맞는 구축방안을 선택하여 

기 의  수 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구축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한 IT 거버 스 정책추진에서 활용을 한 IT 

거버 스 정책으로의 환이 요구되고 있다. 재 획일 인 기 에 의해 

매년 수행되고 있는 EA 성숙도 수  평가로 인하여 많은 기 에서 IT 

거버 스에 한 활발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 의 거의 모든 IT 거버 스 활동과 투자가 이 평가에 맞추어

져 있는 것 한 사실이다. 즉, 효율 인 IT 거버 스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기 의 비즈니스에 략 으로 활용하기 한 IT 거버 스 활동이 

아닌 평가에 비하여 기 의 성숙도 수 을 높이기 한 목 의 IT 거

버 스 활동이 주요 활동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부작용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정책당국에서는 평가를 한 

평가가 아닌 효율  활용에 한 평가로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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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BIT 성숙도 측정 모델은 응답자의 주 성에 

근하여 보다 실제 인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고 담당자의 역량과 문

성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험자 편의

(Subject Bias)에 한 통제와 통계  검증이 어렵다는 에서 본 연구

의 결과가 얼마나 표성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는 가를 논의하기에는 

방법론의 특성상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질  근의 연구결

과를 통하여 IT 거버 스 구축의 시사 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

구는 발 회사라는 유사 기업군에서의 IT 거버 스 구축 실태를 살펴본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다른 기업군에서의 IT 거버 스 구축 실태와의 

비교를 통해 후속 연구를 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본 연구의 결과를 양  

근을 통해 객 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요인들 간의 상

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한 피험자 편이(Subject Bias)에 한 효과 인 

통제장치 마련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T 거버 스 구축 행태에 한 지속 이며 실질 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상에 한 원인 규

명이나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한계  한 지속 인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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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측정결과

1. A사의 성숙도 수  측정 결과

❍ 계획수립  조직화(Plan and Organize)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PO1 IT 전략계획 수립 2.32 2.33 2.31 2.33 2.31 0.63

PO2 정보 아키텍처 정의 2.00 2.17 1.85 2.00 2.00 0.65

PO3 기술방향 결정 2.04 2.17 1.92 2.00 2.08 0.54

PO4 IT 프로세스, 조직 및 관계 정의 2.64 2.75 2.54 2.58 2.69 0.70

PO5 IT 투자관리 2.04 2.17 1.92 2.08 2.00 0.68

PO6 경영진의 목표 및 방침 전파 1.84 1.83 1.85 1.83 1.85 0.55

PO7 IT 인적자원 관리 1.68 1.75 1.62 1.83 1.54 0.56

PO8 품질관리 1.64 1.67 1.62 1.50 1.77 0.64

PO9 IT 위험평가 및 관리 1.76 1.58 1.92 1.75 1.77 0.60

PO10 프로젝트 관리 1.72 1.75 1.69 1.67 1.77 0.61

계 1.97 2.02 1.92 1.96 1.98 0.61

 

❍ 도입  구축(Acquire and Implement)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AI1 자동화 솔루션 도출 2.16 2.00 2.31 2.25 2.08 0.69

AI2
애플리케이션 S/W 도입 및 

유지보수
2.76 2.83 2.69 2.58 2.92 0.66

AI3 기술 인프라 도입 및 유지보수 2.52 2.50 2.54 2.50 2.54 0.65

AI4 운영 및 사용 지원 2.64 2.67 2.62 2.67 2.62 0.57

AI5 IT 자원 구매 3.08 3.25 2.92 3.08 3.08 0.76

AI6 변경관리 2.68 3.08 2.31 2.75 2.62 0.75

AI7 솔루션 및 변경 설치 및 인가 2.84 3.00 2.69 2.92 2.77 0.75

계 2.67 2.76 2.58 2.68 2.66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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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지원(Deliver and Support)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DS1 서비스 수준 정의 및 관리 1.80 1.75 1.85 1.67 1.92 0.65

DS2 외부업체 서비스 관리 2.68 2.75 2.62 2.75 2.62 0.75

DS3 성능 및 용량 관리 2.28 2.33 2.23 2.25 2.31 0.68

DS4 서비스 연속성 확보 2.44 2.50 2.38 2.33 2.54 0.77

DS5 시스템 보안성 확보 3.00 3.08 2.92 3.00 3.00 0.65

DS6 비용 산정 및 배분 1.84 1.67 2.00 1.50 2.15 0.75

DS7 사용자 교육 및 훈련 2.48 2.50 2.46 2.50 2.46 0.71

DS8
서비스 데스크 및 인시던트

관리
2.92 3.08 2.77 2.83 3.00 0.76

DS9 구성 관리 2.64 2.50 2.77 2.58 2.69 0.49

DS10 문제 관리 2.20 2.25 2.15 2.25 2.15 0.71

DS11 데이터 관리 2.72 2.67 2.77 2.83 2.62 0.61

DS12 물리적 환경 관리 2.84 2.75 2.92 2.92 2.77 0.75

DS13 운영 관리 3.04 3.17 2.92 3.25 2.85 0.73

계 2.53 2.54 2.52 2.51 2.54 0.69

❍ 모니터링  평가(Monitor and Evaluate)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ME1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1.84 1.67 2.00 1.83 1.85 0.69

ME2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평가 2.60 2.50 2.69 2.75 2.46 0.71

ME3 외부 요구사항의 준수 확보 3.12 3.00 3.23 3.17 3.08 0.73

ME4 IT 거버넌스 제공 1.76 1.67 1.85 1.92 1.62 0.66

계 2.33 2.21 2.44 2.42 2.25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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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사의 성숙도 수  측정 결과

❍ 계획수립  조직화(Plan and Organize)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PO1 IT 전략계획 수립 1.60 1.35 1.92 1.38 1.86 0.67

PO2 정보 아키텍처 정의 1.63 1.71 1.54 1.69 1.57 0.61

PO3 기술방향 결정 1.47 1.24 1.77 1.31 1.64 0.73

PO4 IT 프로세스, 조직 및 관계 정의 1.67 1.53 1.85 1.63 1.71 0.66

PO5 IT 투자관리 1.50 1.29 1.77 1.75 1.21 0.78

PO6 경영진의 목표 및 방침 전파 1.63 1.71 1.54 1.56 1.71 0.76

PO7 IT 인적자원 관리 1.37 1.53 1.75 1.25 1.50 0.61

PO8 품질관리 1.57 1.29 1.92 1.69 1.43 0.90

PO9 IT 위험평가 및 관리 1.57 1.65 1.46 1.56 1.57 0.63

PO10 프로젝트 관리 1.60 1.76 1.38 1.56 1.64 0.67

계 1.56 1.51 1.63 1.54 1.59 0.70

❍ 도입  구축(Acquire and Implement)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AI1 자동화 솔루션 도출 1.83 1.65 2.08 1.94 1.71 0.65

AI2
애플리케이션 S/W 도입 및 

유지보수
1.27 1.29 1.23 1.38 1.14 0.52

AI3 기술 인프라 도입 및 유지보수 1.70 1.53 1.92 1.69 1.71 0.70

AI4 운영 및 사용 지원 1.53 1.47 1.62 2.00 1.00 0.78

AI5 IT 자원 구매 1.70 1.59 1.85 1.75 1.64 0.79

AI6 변경관리 1.47 1.53 1.38 1.50 1.43 0.82

AI7 솔루션 및 변경 설치 및 인가 1.50 1.47 1.54 1.56 1.43 0.57

계 1.57 1.50 1.66 1.69 1.44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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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지원(Deliver and Support)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비고

DS1 서비스 수준 정의 및 관리 1.50 1.59 1.38 1.38 1.64 0.78

DS2 외부업체 서비스 관리 1.47 1.41 1.54 1.56 1.36 0.73

DS3 성능 및 용량 관리 1.37 1.29 1.46 1.50 1.21 0.61

DS4 서비스 연속성 확보 1.43 1.47 1.38 1.44 1.43 0.73

DS5 시스템 보안성 확보 1.57 1.76 1.31 1.50 1.64 0.82

DS6 비용 산정 및 배분 1.53 1.41 1.69 1.56 1.50 0.51

DS7 사용자 교육 및 훈련 1.60 1.53 1.69 1.63 1.57 0.67

DS8
서비스 데스크 및 인시던트 

관리
1.37 1.53 1.15 1.25 1.50 0.85

DS9 구성 관리 1.67 1.76 1.54 1.63 1.71 0.76

DS10 문제 관리 1.53 1.53 1.54 1.50 1.57 0.78

DS11 데이터 관리 1.50 1.71 1.23 1.38 1.64 0.68

DS12 물리적 환경 관리 1.33 1.29 1.38 1.50 1.14 0.66

DS13 운영 관리 1.63 1.76 1.46 1.56 1.71 0.89

계 1.50 1.54 1.44 1.49 1.51 0.73

❍ 모니터링  평가(Monitor and Evaluate)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비고

ME1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1.63 1.71 1.54 1.75 1.50 0.61

ME2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평가 1.53 1.24 1.92 1.50 1.57 0.73

ME3 외부 요구사항의 준수 확보 1.47 1.47 1.46 1.56 1.36 0.68

ME4 IT 거버넌스 제공 1.50 1.59 1.38 1.56 1.43 0.78

계 1.53 1.50 1.58 1.59 1.46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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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사의 성숙도 수  측정 결과

❍ 계획수립  조직화(Plan and Organize)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PO1 IT 전략계획 수립 1.97 1.93 2.00 2.07 1.89 0.67

PO2 정보 아키텍처 정의 1.71 1.64 1.75 1.67 1.74 0.72

PO3 기술방향 결정 2.24 2.50 2.05 2.13 2.32 0.70

PO4 IT 프로세스, 조직 및 관계 정의 2.47 2.64 2.35 2.60 2.37 0.83

PO5 IT 투자관리 2.94 3.07 2.85 2.80 3.05 0.74

PO6 경영진의 목표 및 방침 전파 1.91 2.00 1.85 2.00 1.84 0.71

PO7 IT 인적자원 관리 1.29 1.21 1.35 1.20 1.37 0.76

PO8 품질관리 1.18 1.29 1.10 1.20 1.16 0.72

PO9 IT 위험평가 및 관리 1.50 1.50 1.50 1.40 1.58 0.66

PO10 프로젝트 관리 2.03 2.00 2.05 2.00 2.05 0.67

계 1.92 1.98 1.89 1.91 1.94 0.72

❍ 도입  구축(Acquire and Implement)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AI1 자동화 솔루션 도출 2.62 2.64 2.60 2.33 2.84 0.65

AI2
애플리케이션 S/W 도입 및 

유지보수
1.56 1.71 1.45 1.47 1.63 0.56

AI3 기술 인프라 도입 및 유지보수 2.47 2.50 2.45 2.53 2.42 0.75

AI4 운영 및 사용 지원 2.00 1.79 2.15 2.13 1.89 0.82

AI5 IT 자원 구매 2.65 2.71 2.60 2.60 2.68 0.69

AI6 변경관리 1.97 1.86 2.05 2.00 1.95 0.63

AI7 솔루션 및 변경 설치 및 인가 2.38 2.50 2.30 2.53 2.26 0.65

계 2.24 2.24 2.23 2.23 2.24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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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지원(Deliver and Support)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DS1 서비스 수준 정의 및 관리 1.79 1.43 2.05 1.80 1.79 0.84

DS2 외부업체 서비스 관리 2.41 2.57 2.30 2.40 2.42 0.82

DS3 성능 및 용량 관리 2.41 2.64 2.25 2.47 2.37 0.74

DS4 서비스 연속성 확보 2.76 2.86 2.70 2.80 2.74 0.89

DS5 시스템 보안성 확보 2.91 3.07 2.80 2.93 2.89 0.67

DS6 비용 산정 및 배분 1.94 1.36 2.35 2.00 1.89 0.89

DS7 사용자 교육 및 훈련 1.68 1.43 1.85 1.73 1.63 0.64

DS8
서비스 데스크 및 인시던트 

관리
2.18 1.86 2.40 2.33 2.05 0.80

DS9 구성 관리 1.74 1.43 1.95 1.73 1.74 0.62

DS10 문제 관리 1.79 1.79 1.80 1.67 1.89 0.73

DS11 데이터 관리 2.53 2.50 2.55 2.67 2.42 0.61

DS12 물리적 환경 관리 2.94 3.14 2.80 3.00 2.89 0.74

DS13 운영 관리 2.65 2.71 2.60 2.67 2.63 0.49

계 2.29 2.21 2.34 2.32 2.26 0.73

❍ 모니터링  평가(Monitor and Evaluate)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ME1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2.24 2.14 2.30 2.27 2.21 0.61

ME2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평가 2.41 2.14 2.60 2.33 2.47 0.61

ME3 외부 요구사항의 준수 확보 2.68 2.43 2.85 2.87 2.53 0.81

ME4 IT 거버넌스 제공 2.29 2.14 2.40 2.40 2.21 0.58

계 2.40 2.21 2.54 2.47 2.36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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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사의 성숙도 수  측정 결과

❍ 계획수립  조직화(Plan and Organize)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PO1 IT 전략계획 수립 1.63 1.31 1.94 1.40 1.82 0.66

PO2 정보 아키텍처 정의 1.59 1.63 1.56 1.87 1.35 0.84

PO3 기술방향 결정 1.56 1.44 1.69 1.33 1.76 0.72

PO4 IT 프로세스, 조직 및 관계 정의 1.75 1.88 1.63 1.47 2.00 0.80

PO5 IT 투자관리 1.44 1.50 1.38 1.27 1.59 0.80

PO6 경영진의 목표 및 방침 전파 1.66 1.56 1.75 1.67 1.65 0.70

PO7 IT 인적자원 관리 1.47 1.44 1.50 1.80 1.18 0.80

PO8 품질관리 1.69 1.25 2.13 1.40 1.94 0.78

PO9 IT 위험평가 및 관리 1.69 1.56 1.81 1.60 1.76 0.64

PO10 프로젝트 관리 1.72 1.81 1.63 1.80 1.65 0.73

계 1.62 1.54 1.70 1.56 1.67 0.75

❍ 도입  구축(Acquire and Implement)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AI1 자동화 솔루션 도출 1.97 1.88 2.06 1.93 2.00 0.86

AI2
애플리케이션 S/W 도입 및 

유지보수
1.41 1.44 1.38 1.40 1.41 0.61

AI3 기술 인프라 도입 및 유지보수 1.72 1.44 2.00 1.60 1.82 0.63

AI4 운영 및 사용 지원 1.50 1.81 1.19 1.47 1.53 0.84

AI5 IT 자원 구매 1.78 1.63 1.94 1.47 2.06 0.91

AI6 변경관리 1.56 1.44 1.69 1.67 1.47 0.84

AI7 솔루션 및 변경 설치 및 인가 1.59 1.31 1.88 1.60 1.59 0.56

계 1.65 1.56 1.73 1.59 1.70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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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지원(Deliver and Support)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DS1 서비스 수준 정의 및 관리 1.72 2.00 1.44 1.73 1.71 0.73

DS2 외부업체 서비스 관리 1.75 1.94 1.56 1.73 1.76 0.80

DS3 성능 및 용량 관리 2.28 2.06 2.50 1.80 2.71 0.99

DS4 서비스 연속성 확보 1.63 2.00 1.25 1.80 1.47 0.79

DS5 시스템 보안성 확보 1.81 1.94 1.69 1.93 1.71 0.90

DS6 비용 산정 및 배분 1.75 1.81 1.69 1.67 1.82 0.72

DS7 사용자 교육 및 훈련 1.97 1.63 2.31 2.00 1.94 0.74

DS8
서비스 데스크 및 인시던트 

관리
2.16 1.94 2.38 2.20 2.12 0.85

DS9 구성 관리 2.03 2.00 2.06 1.87 2.18 0.69

DS10 문제 관리 1.88 1.88 1.88 1.73 2.00 0.71

DS11 데이터 관리 1.88 2.00 1.75 2.07 1.71 0.71

DS12 물리적 환경 관리 1.78 1.63 1.94 1.67 1.88 0.75

DS13 운영 관리 1.97 2.06 1.88 2.13 1.82 0.65

계 1.89 1.91 1.87 1.87 1.91 0.77

❍ 모니터링  평가(Monitor and Evaluate)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전체 본사 지사 간부 직원 표준편차

ME1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1.66 1.56 1.75 1.73 1.59 0.65

ME2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평가 1.66 1.63 1.69 1.53 1.76 0.65

ME3 외부 요구사항의 준수 확보 1.69 1.69 1.69 1.93 1.47 0.64

ME4 IT 거버넌스 제공 1.50 1.56 1.44 1.67 1.35 0.76

계 1.63 1.61 1.64 1.72 1.54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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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T 거버 스 성숙도 수  측정 설문지

IT 거버넌스 성숙도 차이 및 그 요인에 관한 연구

  IT 업무 담당자 귀하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5개 발전회사의 IT 거버넌스 성숙도 차이 및 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되어 학문적 연구는 물론 향후 발전5개사의 EA 성숙도 

  제고를 위한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도록 귀중하게 활용될 것이니 응답자께서

  느끼시는 바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TEP1 - 계획 수립 및 조직화(Plan and Organize): 10문항

     STEP2 - 도입 및 구축(Acquire and Implement): 7문항

     STEP3 - 운영 및 지원(Deliver and Support): 13문항

     STEP4 -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 and Evaluate): 4문항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이찬식

 [ 문의사항 ]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상인

 연  구  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 석사과정  이 찬식

 연  락  처: 010-3310-0397

 e-mail    : chans@ew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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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IT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경영진은 IT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경영 목표를 지원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IT 관리자들이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IT 전략계획은 특정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에 대응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수립되고 있다. IT관리자들의 회의에

서는 가끔 IT 전략계획의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

즈니스 요구사항, 애플리케이션, 기술들간의 연계가 조직 전반의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후 대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인 자세는 프로젝트별로 비공식적으로 식별되

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IT 전략계획은 필요한 경우에만 비즈니스 관리자와 공유하고 있다. 

IT 전략계획의 갱신은 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만 이루어지고 있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전반적인 조직 전략과 일관성이 없이 프로젝

트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위험과 사용자

의 효과 등이 직관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계 3

(정의)

언제, 어떤 방법으로 IT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정책이 존재한다. IT 전략계획은 구조적인 접근방법을 따라 수립되

고 있는데, 접근방법은 문서화되어 있고 모든 인력이 알고 있다. IT 

계획 수립 프로세스는 적정한 수준으로 건실하고,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의 실행은 개별 관리자

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프로세스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존재하

지 않는다. 전반적인 IT 전략에는 개혁자 혹은 추종자로서 조직이 

수용할 용의가 있는 위험 수준이 일관성 있게 정의되어 있다. IT에 

관련된 재무, 기술 및 인적자원에 관한 전략이 점차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즈니스 관리자들의 회의에서

도 IT 전략계획 수립이 논의되고 있다.

PO1  IT 전략계획 수립

본 문항은 투자에 대한 효과, 비용, 위험 등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전략과 거버넌스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는 IT

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IT 전략계획 수립 프로세스에 대한 물

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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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IT 전략계획 수립은 표준적인 프랙티스이고, IT 전략계획이 수립되

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이 경영진에 보고된다. IT 전략계획 수립은 

고위 관리자가 책임을 맡는 정의된 관리 기능 중의 하나이다. 관리

자들은 IT 전략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전략계획 수립의 효

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 단기 및 장기 IT 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계획이 조직의 하부로 전달되고, 필요한 경우 갱신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부가가치 활동을 다루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

어링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IT 전략과 조직 전반의 전략이 보다 잘 연계되고 있다. 시스템 개

발과 운영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 자원의 활용을 결정하기 위한 

잘 정의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단계 5

(최적)

IT 전략계획 수립은 문서화 되고 살아있는 프로세스로서, 경영 목

표 설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IT 투자를 통해서 눈에 띄

는 비즈니스 측면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위험 및 부가가치에 대

한 고려사항들이 IT 전략계획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갱신

되고 있다. 현실적인 장기 IT 계획이 수립되고, 기술 및 경영 환경

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잘 알려지고 신뢰성 있

는 업계 표준에 대비해서 벤치마킹을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잘 수

행되고, 이것은 전략 수립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있다. 전략계획에

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비즈니스 역량의 창출을 유도하

고, 조직의 경쟁우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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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정보 아키텍처가 조직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문성 및 수행 책임

이 조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관리자들이 정보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보 아키텍

처의 구성요소들의 개발이 단편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정보 아키텍처의 정의가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루어지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제품에 의해

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 아키텍처의 필요성에 대한 전파가 일관

성 없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정보 아키텍처 프로세스가 등장하여 조직의 모든 인력들이 비공식

적이고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인력들

은 필요한 스킬을 실무경험과 기법의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서 습득

하고 있다. 전술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개별 인력들이 정보 아키텍

처의 구성요소들을 개발하고 있다.

단계 3

(정의)

정보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아키텍처에 대한 책

임이 할당되고, 명확하게 전파되고 있다. 관련절차, 도구기법 등이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표준화되고 문서화되어 있고, 비공식적인 훈

련 과정의 일부이다. 전략적인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서 정보 아키

텍처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만, 정책, 표준, 도구 

등의 준수여부는 일관성 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정

의된 데이터 관리 기능이 수립되어 조직 전반의 표준을 수립하고, 

정보 아키텍처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보고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자동화된 도구들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프로세스

와 규칙들은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제품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다. 공식적인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공식화된 훈련

은 여전히 개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PO2  정보 아키텍처 정의

본 문항은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

공하며 애플리케이션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원활하게 통합하려는 목적의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보 아키텍처 정의 프로세스에 대한 물

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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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정보 아키텍처의 수립과 집행이 공식적인 방법과 기법을 통해서 지

원을 받고 있다. 아키텍처 수립 프로세스의 수행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고, 정보 아키텍처의 성공도가 측정되고 있

다. 자동화된 지원도구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통합되어 

있지는 않다. 기본적인 메트릭들이 식별되어 있고, 측정 시스템이 

수립되어 있다. 정보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프로세스는 사전 예방적

인 대응을 목표로 하며, 향후의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관리 부서가 모든 

애플리케이션 개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동화된 저

장소(repository)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보다 복잡한 데이터 모

델들을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

다. 임원정보시스템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가용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정보 아키텍처가 모든 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되고,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 아키텍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IT 인력들

은 모든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실하고, 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필

요한 전문성과 스킬을 보우하고 있다. 정보 아키텍처에 의해서 제

공되는 정보는 일관성 있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정보 아키

텍처의 개발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 등과 같

은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

기 위한 전략이 정의되어 있다. 정보 아키텍처는 지속적으로 개선

되고 있고, 프로세스, 조직, 시스템 등에 대한 비전통적인 정보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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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기술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조직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 변화에 대응한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관리자들이 기술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기술요소의 개발과 신기술의 도입이 단편적이고 임

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프라 계획 수립을 사후 대응적이

고 운영에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술방향은 종종 

서로 모순된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

어 공급업체의 제품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도출하고 있다. 기술의 

변화가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일관성 없이 전파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기술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수

립이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

기보다는 전술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솔루션을 개

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변화에 대한 평가는 개별인력

들에게 맡겨져 있고, 개별인력들은 직관적이지만 유사한 프로세스

를 따르고 있다. 인력들은 기술 계획 수립에 대한 스킬을 실무 경

험과 기법의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다. 인프라 구성

요소의 개발에 대한 공통적인 기법과 표준이 등장하고 있다.

단계 3

(정의)

관리자들이 기술 인프라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기술 인

프라 계획의 수립 프로세스가 건실하고, IT 전략계획과 연계되어 있

다. 기술 인프라 계획이 정의되고, 문서화되고, 잘 전파되고 있지만,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다. 기술 인프라의 방향에는 위험과 조직 

전략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조직이 어느 부문에서 기술의 활용을 

선도할 것인지 추종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공급업체의 선정은 조직의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장

기적 기술 및 제품 개발 계획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할과 책임이 전파되고 

있다.

PO3  기술 방향 결정

본 문항은 현재 및 미래의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이

고, 비용 효과적이고, 통합되고,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자원, 역량 등을 

보유하도록 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 방향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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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관리자들은 기술 인프라 계획이 수립되고 유지관리 되도록 하고 있

다. IT 인력들은 기술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의 변화 및 신기술이 미칠 수 있는 파

급효과가 고려되고 있다. 관리자들은 계획에서 벗어나는 사항을 식

별하고,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할 수 있다. 기술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는 책임이 할당되어 있다. 기술 인프

라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정교하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모범적인 프랙티스들이 프로세스에 적용되고 있다. IT 

인력들이 기술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전략이 기술 

방향과 연계되어 있다. 신기술 도입을 위한 이행계획이 정의되어 

있다. 필요한 전문성과 스킬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웃소싱과 제휴가 

최대한 활용되고 있다. 관리자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거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의 활용을 선도할 것인지 추

종할 것인지에 대한 위험의 수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신기술을 검토하고 산업표준에 대비한 벤치마킹을 수행하는 연구기

능이 존재한다. 기술방향이 공급업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계 및 

국제적인 표준과 발전동향을 참조하여 수립되고 있다. 기술변화가 

경영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고위 관리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방향과 기술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경영진이 공식

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대응할 수 

있고,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한 건실한 

기술 인프라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 인프라 계획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개선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기술방향

을 결정할 때,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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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IT 조직이 경영목적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효과적으

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IT 활동과 기능들이 사후 대응적이고 일관성 없이 수행되고 있다. 

IT 부문은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후반부에만 참여하고 있다. IT 기능

은 전반적인 조직 관점이 없이 지원 기능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IT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역할과 책임

이 공식화되지도 집행되지도 않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전술적 대응을 위한 IT 기능을 구축했지만, 고객의 요구와 공급업체

와의 관계에 일관성 없이 대응하고 있다. 구조화된 조직과 공급업

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의사결정은 여전히 

핵심 인력의 지식과 스킬에 의존하고 있다. IT 조직과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단계 3

(정의)

IT 조직 및 외부업체의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 있다. IT 조직이 수

립되고, 문서화되고, 전파되고, IT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내부통제 

환경이 정의되어 있다. 운영위원회, 내부 감사 및 공급업체 관리 등

을 포함한 외부 조직들과의 관계가 공식화되어 있다. IT 조직은 완

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IT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사용자

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들이 정의되어 있다. 기본적인 IT 인력 배치 

요구사항 및 전문성이 정의되고 충족되고 있다. 사용자 및 외부 조

직들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역할 및 책임의 분할

이 정의되고 , 실행되고 있다.

PO4  IT 프로세스, 조직 및 관계 정의

본 문항은 거버넌스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정의되고 전문성을 갖춘 접

촉 창구를 제공하면서, 경영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첩성을 확보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IT 프로세스, 조직 및 관계 정의 프로세

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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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IT 조직은 변화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들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IT 관리, 

프로세스의 소유권, 책임 소재 등이 정의되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조직 내부의 모범적인 프랙티스들이 IT 부서에 적용되고 있다. IT 

관리자들은 보다 향상된 조직 및 관계를 정의하고, 구현하고, 모니

터링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전문성과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목

적을 지원하는 측정 가능한 지표와 사용자가 정의한 핵심성공요소

가 표준화되어 있다. 프로젝트의 인력배치와 전문성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스킬 인벤토리(Skill Inventory)가 이용가능하다. 내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스킬 및 자원과 외부조직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스

킬 및 자원간의 균형이 정의되고 집행되고 있다. IT 조직의 구조에

는 비즈니스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개별 기술이 아니라 전략

적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IT 조직은 유연성 있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하고 있다. IT 조직 및 프로세스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술은 복잡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직들을 지원하

는데 최대한 활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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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IT 투자를 선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IT 투자 및 비용을 추적하거나 모니터링하지 않

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조직은 IT 투자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필요성이 일관성 있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 IT 투

자 선별 및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의 할당이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T 투자 선별 및 예산편성이 개별적으로 이

루어지고, 문서화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T 투자의 정당

성을 임기응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결정이 사

후 대응적이고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IT 투자 선별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IT 투자 선별 및 예산편성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파되고 

있다. 프로세스의 준수 여부는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IT 예산

을 편성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대

한 결정이 대응적이고 전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 3

(정의)

투자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정의되고, 문서화되고, 전

파되고 있고, 핵심적인 비즈니스 및 기술적인 이슈를 커버하고 있

다. IT 예산은 IT 전략계획 및 경영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예산편성 

및 IT 투자 선별 프로세스는 공식화되고, 문서화되고, 전파되고 있

다. 공식적인 훈련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주도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 IT 투자 선별 및 예산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IT 인력들은 IT 예산을 수립하고, 적절한 IT 투자

를 권고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PO5  IT 투자 관리

본 문항은 최종 사용자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통합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IT의 비용 효율성과 기업 수익성에 대한 기여도를 지속적이고 가시적으

로 향상시킨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IT 투자 관리 프로

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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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IT 투자 선별 및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이 특정 인력에게 할당되어 

있다. 예산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식별되고, 해결되고 있다. 

총소유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기존 운영 및 향후 투자의 직접/간접

비용을 포함한 공식적인 비용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예산편성을 위

한 사전 예방적이고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사용되고 있다. 투자계획

을 수립할 때, 개발 및 운영비용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으

로부터 시스템 통합 및 IT 인적자원에 대한 비용으로 전환되고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효과와 수익은 재무 및 비재무적인 관

점에서 산출되고 있다.

단계 5

(최적)

비용을 벤치마킹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업

계의 모범적인 프랙티스를 이용하여 식별하고 있다. 투자 선별 및 

예산편성 프로세스에 기술발전 상황에 대한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투자관리 프로세스는 실제 투자성과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얻은 교

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투자결정 과정에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한 가격/성능의 향상 추세가 고려되고 있다. 자금 

확보 방안이 공식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조직의 기본 자본구조 

상황 내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평가되고 있다. 예산과 실제 집

행액간의 차이가 사전 예방적으로 식별되고 있다. 투자결정에 전체 

수명주기 동안의 장기적인 비용 효과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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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경영진이 긍정적인 정보 통제 환경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일련의 정

책, 절차, 표준 및 준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경영진은 정보통제 환경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수동적이다. 정

책, 절차 및 표준이 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임기응

변적으로 개발되고 전파되고 있다. 수립, 전파 및 준수 프로세스가 비

공식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단계 2

(반복/

직관)

경영진은 효과적인 정보통제 환경의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프랙티스는 매우 비공식적이다. 경영진은 통제 정

책, 절차 및 표준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있지만, 이의 수립은 개별관리

자와 비즈니스의 소관사항으로 맡겨져 있다. 품질은 준수해야할 바람

직한 철학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프랙티스는 개별 관리자에게 맡겨져 

있다. 인력에 대한 훈련은 필요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단계 3

(정의)

경영진은 정책, 계획 및 표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완벽한 정

보통제 및 품질관리 환경을 수립하고, 문서화하고, 전파하고 있다. 정

책수립 프로세스는 구조화되어 있고, 유지관리 되고, 인력들에게 알려

져 있고, 기존의 정책, 계획 및 표준은 건실하고 주요한 이슈들을 커

버하고 있다. 경영진은 IT 보안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식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제 환경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훈련

이 가용하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통제 정책 및 절차의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책 및 절

차의 준수여부는 일관성 있게 모니터링되지 못하고 있다.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들이 표준화되고 공식화되어 있다.

단계 4

(관리/

측정)

경영진은 자신들이 내부통제 정책의 전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수용

하고, 권한을 이양하고,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할

당하고 있다. 품질과 IT 보안의식 등을 포함한 긍정적이고, 사전 예방

적인 정보통제 환경이 수립되어 있다. 완벽한 정책, 계획 및 표준이 

수립되고, 유지관리 되고, 전파되고 있고, 이것은 조직 내부의 모범적

인 프랙티스들을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절차, 표준의 발표 및 

이후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수립되어 있다.

PO6  경영진의 목표 및 방침 전파

본 문항은 현재 및 미래의 IT 서비스, 관련 위험, 책임 등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영진의 

목표 및 방침 전파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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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최적)

정보통제 환경은 전략적 경영 프레임워크 및 비전과 연계되어 있고, 

빈번하게 검토되고, 갱신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내부 및 외

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통제 지침 및 전파 기법에 업계의 모범적인 

프랙티스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모니터링, 자체 평가, 준수 점검 

등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 사무 자동화 및 컴퓨터 기반의 훈

련 도구 등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및 의식(awareness) 지식베

이스를 유지관리하고, 의사소통을 최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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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IT 인적자원 관리를 기술계획 수립 프로세스와 연계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IT 인적자원 관리를 공식적

으로 책임진 사람이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경영진은 IT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IT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는 비공식적이고, 사후 대응적이다. IT 인적

자원관리 프로세스는 IT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실행 측면에 초

점을 맞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영 및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점차 복잡해지는 솔루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스킬과 역량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스킬을 갖춘 내․외부 가용 인력간의 균형을 이해하기보다는 개별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IT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전술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신입 인력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훈련이 

실시되고, 이후 인력들은 필요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다.

단계 3

(정의)

IT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가 개발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

다. IT 인적자원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IT 인력을 채용하고 관

리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IT 인적자원 관

리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훈련계획이 존재한다. 

기술 및 경영 관리 스킬을 동시에 확대시키기 위한 직무순환 프로

그램이 수립되어 있다. 

단계 4

(관리/

측정)

IT 인적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는 책임이 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스킬을 보유한 인력이나 부서에 할당되어 

있다. IT 인적자원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는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되고 있다. 조직은 특히 IT 인력의 성장 및 퇴직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에서 벗어나는 상황들을 식별할 수 있는 표준화

된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보상 및 업적 평가가 수립되어 있고, 다

른 IT 조직 및 업계의 모범적인 프랙티스와 비교 분석되고 있다. IT 

인적자원 관리는 사전 예방적이고, 경력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PO7  IT 인적자원 관리

본 문항은 IT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고 동기 부여도가 

높은 인력을 확보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IT 인적자

원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 84 -

단계 5

(최적)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IT 인적자원 관

리계획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IT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의 전

략방향과 통합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IT 인적자원 관리의 구성

요소들은 보상, 업적평가, 산업포럼의 참여, 지식의 전수, 훈련, 멘토

링 등의 측면에서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

다. 모든 신제품 및 표준이 조직에 도입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훈

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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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조직에 품질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SDLC) 방법론이 미흡하다. 고위 경영진과 IT 인력들은 품질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젝트와 운영의 

품질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경영진은 품질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품질관리 시

스템은 필요한 경우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진은 품

질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IT 부문 내에 품질관리 활동을 정의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수립되고 있다. 수행되고 있는 품질관리 활동은 조직 전반적

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IT 프로젝트별, 혹은 개별 프로세스 지향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계 3

(정의)

경영진은 정의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조직 전반에 걸쳐 전파하고 

있고, IT 및 최종 사용자 부서의 관리진이 참여하고 있다. 조직의 

모든 수준의 인력들에게 품질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기본적인 품질 기대수준이 정

의되어 있고, IT 조직 및 프로젝트에서 공유되고 있다. 품질관리를 

위한 공통적인 도구와 프랙티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품질 

만족도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가끔씩 수행하고 있다.

단계 4

(관리/

측정)

외부업체에 의존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품질관리가 모든 프로세

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품질 척도에 대한 표준화된 지식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다. 품질관리에 관련된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용

/효과 분석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업계 및 경쟁업체와 대비한 벤치

마킹이 수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품질을 교

육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다. 도구와 프랙티스

가 표준화되고 있고, 근본원인 분석이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품질 만족도 조사가 일관성 있게 수행되고 있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고 잘 구조화되어 있다. IT관

리자들은 품질 측정 항목에 대한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PO8  품질 관리

본 문항은 제공하는 IT 서비스의 품질이 지속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향상

되도록 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

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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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최적)

품질관리 시스템은 모든 IT 활동에 통합되어 있고 집행되고 있다. 

품질관리 프로세스는 IT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대응성을 가지고 있다. 품질 측정 항목에 대한 지식베이스는 외부

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개선되고 있다. 외부 표준에 대비한 

벤치마킹이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품질 만족도 조사는 지속적

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이고, 이에 따라 근본원인 분석과 개선 조

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품질관리 프로세스의 수준을 공식적으로 보

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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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직은 보안 취약성 및 개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에 관련된 비즈니

스 측면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험 관리는 IT 솔루션

을 도입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

지 않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IT에 수반된 위험을 임기응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위험평가는 프

로젝트 계획 내에서 구체적으로 식별되거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특

정관리자에게 할당되지 않고 있다. IT 관리자들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직무기술서나 기타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

다. 프로젝트 위험에 대한 평가가 비공식적으로 필요에 따라 프로

젝트 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평가가 프로젝트 계획에서 가끔 

식별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특정관리자에게 할당되는 경우는 거

의 없다. 보안, 가용성, 무결성 등과 같은 IT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

험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끔씩만 고려되고 있다. 일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IT 관련 위험은 관리자 회의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

고 있다. 위험이 고려되는 경우도 위험의 감소는 일관성이 없다. IT 

위험이 중요하고,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

작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위험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이 성숙되지 않았고 개발되고 있는 중이

며, 위험평가의 실행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위

험관리는 보통 상위수준이고, 주요한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거나, 발

생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이 식별된 경

우, 위험 경감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단계 3

(정의)

조직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 정책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위험평가를 

수행할 것인지가 정의되어 있고 위험평가는 문서화되어 있는 기 수

립된 프로세스를 따라 이루어진다. 모든 인력들에게 위험관리에 대

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따를 것인가, 훈련

을 받을 것인가 등에 대한 결정은 개별인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위험평가 방법론은 설득력 있고 건실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주요 

위험이 식별되게 해준다. 일단 위험이 식별되면, 핵심위험을 경감하

기 위한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다. 직무기술서에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이 고려되어 있다.

PO9  IT 위험 평가 및 관리

본 문항은 IT 위험, 그리고 그것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목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파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IT 위

험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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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위험의 평가 및 관리는 표준적인 절차이다.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위반하는 사항은 IT 관리진에게 통보되고 있다. IT 위험관리는 고위

관리자가 책임을 맡은 부문이다. 위험은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 

또한 전반적인 IT 운영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경감되고 있

다. 관리자들은 IT관련 위험 시나리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영 및 IT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경영진은 

위험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조직이 수용할 용의가 있는 위험에 대

한 노출정도에 대해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식

별된 모든 위험에 대해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고위경영진과 IT 

관리진은 조직이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IT 관리자

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수익 비율을 정의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경영진은 위험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기 위

한 운영 위험평가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위험관리 데

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일부가 자동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위험관리는 구조화된 조직 전반의 프로세스가 집행되고 일상적으로 

준수되고 잘 관리되는 단계로 발전되어 있다. 조직 전반에 모범적

인 프랙티스가 적용되고 있다. 위험관리에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보고가 매우 자동화되어 있다.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부터 지침을 얻고 있고, IT 조직은 동료 그룹에 참여하여 경험을 공

유하고 있다. 위험관리가 모든 비즈니스 및 IT 운영에 진정으로 통

합되어 있고, IT 서비스 사용자들이 이를 잘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영진은 위험관리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IT 운영 

및 투자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다. 경영진은 위험경감 전략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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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프로젝트 관리기법들이 사용되지 않고, 조직은 프로젝트 관리와 개

발 프로젝트의 실패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

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프로젝트 관리기법과 접근방법을 IT 부문에서 사용할 것인지의 여

부는 개별 IT 관리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프로젝트 소유의식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부족하다.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이 사용자부서의 관리자나 고객의 참여가 전

무하거나 거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IT 프로젝트의 조직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프로젝트 일정

과 마일스톤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 프로젝트의 공수와 비용이 

추적되고 예산과 비교되지 않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고위 경영진이 IT 프로젝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파하

고 있다. 조직은 특정한 기법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일부 프로

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IT 프로젝트는 경영 및 기술적 목적을 비공

식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IT 프로젝트 관리에 이해관계자들이 제한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여러 측면에 대한 

초보적인 지침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의 적용은 개별 프로젝트 관

리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단계 3

(정의)

IT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전파되고 있다. IT 프로세스는 적절한 경영 및 기술적 목적으로 정

의되고 있다. IT 부문 및 비즈니스의 고위 관리자들이 IT 프로젝트

의 관리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IT 부문 내에 프

로젝트 관리국이 수립되고,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 있다. IT 프로

젝트는 정의되고 갱신되는 마일스톤, 일정, 예산, 성과측정 등을 바

탕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훈련과정이 존

재한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훈련은 주로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품질보증 절차, 시스템 구축 후 활동이 정의되어 

있지만, IT 관리자들이 이것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프

로젝트들이 포트폴리오로서 관리되기 시작하고 있다. 

P1O  프로젝트 관리

본 문항은 합의한 일정, 예산, 품질 내에서 프로젝트의 결과가 제공되도록 한다

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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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경영진이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프로젝트 측정항목과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 시 얻은 교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로젝트 관

리는 IT 부서 내부뿐만 아니라 전 조직에서 측정되고 평가되고 있

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공식화 되고 전파되고 

있고, 프로젝트 팀원들은 개선사항들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다. IT 

관리자들은 프로젝트 조직구조를 구현하고 있고, 문서화된 역할, 책

임, 인력의 성과기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각 마일스톤에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정의되어 있다. 프로젝트 착수 전,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완료 후에 가치와 위험이 측정되고 관

리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점차 IT 고유의 목표보다는 조직의 목표를 

다루고 있다.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고위 경영진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국 및 IT 부문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훈련계획이 수립되

고 있다.

단계 5

(최적)

전 생명주기를 커버하는 프로젝트 방법론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조

직 전체의 문화에 통합되어 있다. 프로젝트 관리 분야의 베스트 프

랙티스를 식별하여 제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지속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개발 및 운영 프로젝트의 소싱에 관한 IT 전략이 

정의되어 실행되고 있다. 하나의 통합적인 프로그램 관리국이 프로

젝트 및 프로그램의 착수에서부터 구축 후까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전사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통해서 사용자와 IT 자원이 전략적

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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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조직은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과 같은 솔루

션의 개발, 구축 혹은 수정에 대한 기능적, 운영적 요구사항의 식별

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직은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기술적 솔루션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기술적 솔루션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하고 있다. 개별 그룹별로 필요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지만, 요구사항은 보통 문서화되지 않는다. 솔루션은 

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혹은 공급업체의 제품을 통

해서 개별 인력에 의해서 식별되고 있다. 사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최소한으로 수행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IT 솔루션 도출을 위한 직관적인 접근방법이 존재하지만, 부서의 유

형에 따라 접근방법이 서로 다르다. 솔루션은 IT 부서 내부의 경험

과 지식을 바탕으로 비공식적으로 식별되고 있다.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일부 핵심 IT인력의 전문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문서화 및 의사결정의 품질은 일관성이 없다. 비구조적인 접근방법

을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기술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다.

단계 3

(정의)

IT 솔루션을 결정하기 위한 분명하고 구조화된 접근 방법이 존재한

다. IT 솔루션을 결정하는 접근 방법은 경영 혹은 사용자 요구사항, 

기술적 기회, 경제적 타당성, 위험 평가 및 기타 요인들을 바탕으로 

대안들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IT 솔루션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참여한 인력의 결정, 관리진이 할애하기로 한 시간, 최초의 비즈니

스 요구사항의 규모 및 우선순위 등과 같은 요인을 바탕으로 일부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구조화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IT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다.

AI1  자동화 솔루션 도출

본 문항은 비즈니스의 기능 및 통제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자동화 솔루션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로 전환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

키는 자동화 솔루션 도출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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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IT 솔루션의 도출 및 평가를 위해서 수립된 방법론이 존재하고, 대

부분의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화의 품질

이 좋고, 각 단계는 적절한 승인을 받고 있다.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기 정의된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비용 및 효

과 분석을 포함해서 대안적인 솔루션이 고려되고 있다. 방법론은 

명확하고, 정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쉽고, 측정 가능하

다. IT 솔루션의 도출 및 평가과정에 IT 관리자와 비즈니스 간에 명

확하게 정의된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단계 5

(최적)

IT 솔루션을 도출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

다. 도입 및 구축 방법론은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형 프로젝

트에서부터 소형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다. 방법론은 기술적 솔루션에 대한 참고 자료를 담고 있는 

내부 및 외부의 지식 데이터베이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방법론은 

그 자체로 문서를 기 정의된 구조로 생성하여 문서의 생성과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우

위를 획득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식별하고 있다. IT 솔루션이 대안

적인 기술 혹은 비즈니스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되는 경우, 경영진은 이를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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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사양을 명시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존재하

지 않는다.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실제적인 요구사항을 거의 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급업체가 제안하는 제품, 인지하고 있는 브

랜드, IT인력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제품 등을 기반으로 도입하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애플리케이션의 도입 및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

고 유지보수하는 접근 방법들은 일관성이 없고, 프로젝트별로 상이

하다. 특정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응한 다양한 종류의 개별적인 

솔루션을 독립적으로 도입하여 유지보수 및 지원의 비효율성 문제

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계 2

(반복/

직관)

IT부서 내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도입 및 유지보

수를 위한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애플리케이

션 시스템의 성공률은 IT부서의 스킬 및 경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

진다. 유지보수는 보통 문제점을 안고 있고 내부의 전문인력이 퇴

직했을 때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설계

나 도입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성과 가용성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단계 3

(정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의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 프

로세스는 IT 및 경영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방법

론들은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없고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 유지보수 활동은 계획이 수립되고, 일정이 

수립되고, 조정되고 있다.

AI2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유지보수

본 문항은 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연계하고, 이것을 

적시에 적정한 비용으로 수행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도입 및 유지보수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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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이러한 방법론과 정책에는 설계 및 사양 결정 프로세스, 도입 기준, 

테스트 수행 프로세스, 문서화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공식적이고 

잘 이해되고 있는 방법론이 존재한다. 모든 단계가 수행되고 예외 

사항은 승인받도록 하기 위한 문서화되어 있고, 합의한 승인 메커

니즘이 존재한다. 프랙티스와 절차들이 발전하여 조직에 적합하고, 

모든 인력들이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적용되고 있다.

단계 5

(최적)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도입 및 유지보수 프랙티스는 기 정의된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있다. 접근방법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기 정의되고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들이 비즈니스의 

필요성에 부합하고 있다. 조직 전반적인 접근 방법이 채택되고 있

다. 도입 및 유지보수 방법론은 잘 발전되어 있고, 신속한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대웅력을 보유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도입 

및 유지보수 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참고 자료와 베

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는 내부 및 외부의 지식 데이터베이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방법론은 기 정의된 구조로 된 문서를 생성하고 

이것은 문서의 생성 및 유지보수를 효율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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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기술 인프라가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모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프라가 전반적인 계획 없이 변

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IT 인프라가 중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지만 

일관성을 가진 전반적인 접근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지보수 활

동은 단기적인 필요성에 따라 사후 대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환경이 테스트 환경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IT 인프라를 도입하고 유지보수 할 때 사용하는 전술적인 접근방법

들 간에 일관성이 존재한다. IT 인프라의 도입 및 유지보수가 정의

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고, 지원해야 할 비즈니스 애플리

케이션의 요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IT 인프라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일부 공식적인 프랙티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일부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일정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환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테스트 환경이 존재한다.

단계 3

(정의)

IT 인프라의 도입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 프로세스는 핵

심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요구를 지원하고, IT 및 경영 전략

과 연계되어 있지만, 이 프로세스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유지보수 활동은 계획이 수립되고, 일정이 수립되고, 조정되

고 있다. 테스트 및 운영 환경이 분리되어 있다.

단계 4

(관리/

측정)

기술 인프라의 도입 및 유지보수 프로세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

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고, 일관성 있게 준수되고 있고, 재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T 인프라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는 잘 조직화되어 있고, 사전 

예방적이다. 확장성, 유연성, 통합성에 관한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리드타임이 부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AI3  기술 인프라 도입 및 유지보수

본 문항은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IT 인프라를 도입하고 유지관리 한다는 IT에 대

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 인프라 도입 및 유지보수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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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최적)

기술 인프라의 도입 및 유지보수 프로세스는 사전 예방적이고, 핵

심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아키텍처와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다. 기술 솔루션에 관한 모범적인 프랙티스를 따르고 있고, 

조직은 플랫폼의 최신 발전 동향과 관리 도구들을 인지하고 있다. 

인프라 구성요소의 합리화 및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를 활용하여 비

용을 절감하고 있다. 조직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인지도를 유지하

고 있어서, 아웃소싱을 포함해서 성능을 사전 예방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식별할 수 있다. IT 인프라는 IT 활용의 핵

심적인 동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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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사용자 매뉴얼, 운영 매뉴얼 및 훈련 교재 등의 제작에 관한 프로
세스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존재하는 유일한 문서는 구매한 제품
과 함께 공급된 것들이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조직은 문서화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문서가 가끔 제작되고 있고, 단지 일부의 부서에만 배포되고 
있다. 대부분의 문서와 많은 절차들이 노후화되어 있다. 훈련 교재
는 한번 제작되면 수정되지 않고, 교재의 유형에 따라 품질이 다르
다. 서로 다른 시스템 및 사업부서 간에 절차가 거의 통합되지 않
고 있다.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부서로부터 
입력을 받지 않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절차 수립 및 문서 제작에 관련해서 유사한 접근 방법이 채택되어 
있지만, 구조화된 접근방법이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사용자 및 운영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공통적인 접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훈련 교재는 개인이나 프로젝트 팀별로 
제작되고 있고, 품질은 제작에 관련된 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
용자 지원 절차 및 품질은 좋음에서 나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한 수준이고, 부서 간에 일관성과 통합성이 거의 없다. 비즈니스 및 
사용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지만, 훈련의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단계 3

(정의)

사용자 매뉴얼, 운영 매뉴얼 및 훈련 교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되고, 수용되고, 이해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 절차들은 
공식적인 라이브러리에 저장되고 유지관리 되고 있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문서와 절차에 대한 
수정은 사후 대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절차들은 오프라인으로 
이용 가능하고, 재난 발생시에도 접근되고 유지관리 될 수 있다. 절
차의 갱신과 훈련 교재가 변경 프로젝트의 산출물이라는 것을 명시
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기 정의된 접근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표준의 준수를 집행하는 통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
인 내용물은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들은 이 프로세스에 비공식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절차의 수립과 배포에 자동화된 도구가 점차 
사용되고 있다. 비즈니스 및 사용자에 대한 훈련이 계획되고 일정
이 수립되고 있다.

AI4  운영 및 사용 지원

본 문항은 최종 사용자들이 서비스와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하고, 

애플리케이션과 기술 솔루션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원활하게 통합되도록 한다

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운영 및 사용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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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절차와 훈련 교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의된 프레임워크가 존재

하고, IT 관리자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절차와 훈련 교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프로세스를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과 비즈니스 부서를 커버하고 있다. 절차와 

훈련 교재는 상호의존성과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통합되

어 있다. 표준이 준수되고,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절차가 개발되

고 유지관리 되도록 하기 위한 통제가 존재한다. 지속적인 개선 프

로세스의 일부로서 문서 및 훈련에 대한 비즈니스 및 사용자의 피

드백이 수집되고, 평가되고 있다. 문서와 훈련 교재는 보통 예측 가

능하고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가지고 있다. 자동화된 절

차의 문서화 및 관리를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고 자동화된 절차의 개발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과 통합되

어 일관성과 사용자 접근을 촉진하고 있다. 비즈니스 및 사용자 훈

련은 비즈니스의 필요성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IT 관리자들

은 문서화, 훈련 교재,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에 대한 측정 

항목을 개발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사용자 및 운영 매뉴얼의 제작을 위한 프로세스가 새로운 도구 및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절차 및 훈련

에 관련된 문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식베이스로 간주되고 있

다. 이 지식베이스는 지식관리, 워크플로우, 배포 기술 등과 같은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유지관리 되어 접근이 가능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문서 및 훈련 교재는 조직, 운영, 소프

트웨어가 변경되면 적절하게 갱신되고 있다. 문서 및 훈련 교재의 

개발,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등은 비즈니스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의 정의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IT에 관련된 절차가 아니라 조직 전

반의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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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정의된 IT 자원 구매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은 모든 IT 

자원이 적시에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 명확한 구매 정책 및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조직은 IT 구매를 조직의 전반적인 구매 프로세스와 연계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공

식적인 절차와 정책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자와 자신

들의 전문적인 판단력을 발휘하는 기타 개인들이 IT 자원의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다. 전사적인 구매 및 계약 관리 

프로세스와 IT 부문간에는 비정형적인 관계만이 존재한다. 구매 계

약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프로젝트 종료 시에 관리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조직 전반적으로 IT 구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정책 및 절차는 조직의 전

반적인 구매 프로세스와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구매 프로세스

는 대규모 프로젝트 및 가시성이 높은 프로젝트에만 활용되고 있

다. IT 구매 및 계약 관리에 대한 수행 책임 및 최종 책임소재는 개

별 계약 관리자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공급업체 관리 및 

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

되고 있다. 계약 프로세스는 대규모 프로젝트 및 가시성이 높은 프

로젝트에만 활용되고 있다.

단계 3

(정의)

경영진은 IT구매 정책 및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정책 및 절차는 

조직의 전반적인 구매 프로세스에 준하여 수립되어 있다. IT구매는 

조직의 전반적인 구매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다. IT 자원의 구매에 

대한 IT 부문의 표준이 존재한다. IT 자원의 공급업체들은 계약 관

리 관점에서 조직의 프로젝트 관리 메커니즘에 통합되어 있다. IT 

관리자들은 적절한 구매 및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IT 조직

에 전파하고 있다.

AI5  IT 자원 구매

본 문항은 IT의 비용 효율성과 비즈니스 수익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인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IT 자원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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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IT 구매는 조직의 전반적인 구매 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 

IT 자원의 구매에 대한 IT 부문의 표준이 모든 구매에 사용되고 있

다. IT 구매에 대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검토하기 위한 계약 및 구매 

관리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 목적을 지원하는 IT 구

매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진은 IT 구매 정책 및 

절차를 벗어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관계의 전략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IT 관리자들은 성과 측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모든 구매에 대해서 구매 및 계약 관리 프로세스를 사용하

도록 집행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경영진은 철저한 IT 구매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

원을 배정하고 있다. 경영진은 IT 구매 정책 및 절차의 준수를 집행

하고 있다. IT 구매에 대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검토하기 위한 계약 

및 구매 관리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급업체 

및 제휴업체들과 장기간에 걸친 모범적인 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이러한 관계의 품질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IT 자원 구매에 관한 IT 표준, 정책, 절

차가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프로세스의 측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IT 관리자들은 적절한 구매 및 계약 관리가 전략

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IT 조직에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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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정의되어 있는 변경관리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고, 아무런 통제 

없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변경이 IT와 비즈니스의 운영을 중

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모범적인 변경관리의 효과를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변경이 관리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프랙티스가 다양하고, 승인받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

능성이 높다. 변경에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품

질이 낮고, 구성에 관련된 문서화가 불완전하고 신뢰성이 낮다. 허

술한 변경관리로 말미암아 오류와 운영 환경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단계 2

(반복/

직관)

비공식적인 변경관리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변경 처리 시 

이러한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스는 비구조

적이고, 기초적이고, 오류가 발생되기 쉽다. 구성에 관련된 문서의 

정확성은 일관성이 없고, 변경 이전에 계획 수립과 영향 평가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계 3

(정의)

분류, 우선순위 결정, 긴급 절차, 변경 승인, 릴리스 관리, 준수 등을 

포함한 기 정의된 공식적인 변경 관리 프로세스가 등장하기 시작하

고 있다. 프로세스를 우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끔 승인받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지

고 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기술의 계획적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IT의 변경이 비즈니스의 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

석이 공식화되어 가고 있다.

AI6  변경 관리

본 문항은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 상의 결함과 재작업을 줄이면서, 경영 전략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응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는 변경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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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변경관리 프로세스가 잘 발전되어 있고, 모든 변경에 대해서 일관

성 있게 준수되고 있고, 관리자들은 예외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확신하고 있다. 프로세스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만, 품질을 확

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수작업 절차와 통제에 의존하고 있

다.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영향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다. 변경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다. 변경관리

에 관련된 문서화가 최신의 것으로 갱신되어 있고 정확하여 변경이 

공식적으로 추적되고 있다. 구성에 관련된 문서는 전반적으로 정확

성을 유지하고 있다. 훈련, 조직적 변화, 업무 연속성에 관련된 문

제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IT 변경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구현은 

비즈니스의 업무 프로세스 변경과 보다 통합되어 가고 있다. IT 변

경관리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간의 상호 조정이 점차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경관리 프로세스의 품질과 성과를 모니터링하

기 위한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단계 5

(최적)

변경관리 프로세스는 모범적인 프랙티스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

록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갱신되고 있다. 검토 프로세스는 모니터링

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구성에 관련된 정보는 컴퓨터를 기반으

로 하고 있고, 버전 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변경의 추적은 정

교하고, 승인받지 않은 변경이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할 수 있

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IT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T 변경

관리는 비즈니스의 변경관리와 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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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공식적인 설치 및 인가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고, 고위 관리자나 

IT 인력들은 솔루션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구축된 솔루션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할 필

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테스

트가 수행되고 있지만, 테스트를 수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개별 프

로젝트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접근방법도 상이하다. 공식적인 인

가 및 최종 승인이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테스트의 수행과 인가 접근방법들 간에 일부 일관성이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특정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보통 개

별 개발팀이 테스트 접근방법을 결정하고 있고, 통합 테스트가 수

행되지 않고 있다. 비공식적인 승인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단계 3

(정의)

설치, 이행, 전환 및 인수에 관련된 공식적인 하나의 방법론이 수립

되어 있다. IT 설치 및 인가 프로세스는 시스템 수명주기와 통합되

어 있고,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다. 훈련, 테스트, 운영 상태로의 

전환 및 인가는 개별 인력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세스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운영 단계로 전

환된 시스템의 품질은 일관성이 없어서 신시스템은 보통 상당한 수

준의 구축 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계 4

(관리/

측정)

절차들이 공식화되어 있고, 정의된 테스트 환경 및 인가 절차와 현

실성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잘 수립되어 있다. 모든 주요 시스

템의 변경 시에는 실제로 이러한 공식적인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

다.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는 표준화되어 있고, 

측정 가능하여 관리자들이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척

도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 상태로 전환되는 시스템의 품질은 구축 

후 문제가 적정한 수준으로서 관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프로세스의 자동화는 임기응변적이고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진다. 

AI7  솔루션 및 변경 설치 및 인가

본 문항은 설치 이후에 중대한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신규 또는 변경된 시스템

을 구현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솔루션 및 변경 설치 

및 인가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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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들이 현재의 수준에 만족할 수는 있지만, 사후 평가나 지속

적인 품질 검토가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테스트 시스

템은 실제 운영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모든 주요 프로젝

트에 대해서 신규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 테스트와 현행 시스템에 

대한 회귀 테스트가 적용되고 있다.

단계 5

(최적)

설치 및 인가 프로세스가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의 결과를 기반으

로 모범적인 프랙티스의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다. IT설치 및 인가 

프로세스는 시스템 수명주기와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고, 필요한 경

우 자동화되어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훈련, 테스트, 신 시스템의 운

영 상태로의 전환 등을 촉진하고 있다. 잘 수립된 테스트 환경, 문

제점 등록, 오류 처리 프로세스 등을 통해서 운영 환경으로의 전환

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재작업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수가 적고, 구축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보통 약간의 수정만으로 가능한 것들이다. 사후 검토는 

표준화되어 있어서 구축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프로세스로 피드

백하여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신 시스템

에 대한 과부하 테스트와 수정된 시스템에 대한 회귀 테스트가 일

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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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경영진은 서비스 수준 정의를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책임과 기능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서비스 수준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프로세스

는 비공식적이고 사후 대응적이다. 서비스를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

한 수행 책임 및 최종 책임소재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성과 측정

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성적이어서 목표가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성과에 대한 보고는 비정기적으로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합의한 서비스 수준이 존재하지만, 비공식적이고 검토되지 않고 있

다. 서비스 수준에 대한 보고는 불완전하고, 고객에게 관련성이 적

거나, 실제 상황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에 대한 

보고는 개별 관리자의 스킬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 서비스 수준 관

리자가 정해져 있고 책임이 정의되어 있지만, 충분한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계약의 준수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만, 집행되지 않고 있다.

단계 3

(정의)

책임은 잘 정의되어 있지만, 권한은 재량에 맡겨져 있다. 서비스 

수준계약의 개발 프로세스가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의 재평

가를 위한 체크포인트와 함께 수립되어 있다. 서비스 및 서비스 수

준이 표준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정의되고, 문서화되고, 합의되

고 있다. 서비스 수준의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지만, 해결방안의 수

립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투입된 자금과 기대 서비스 

수준이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 서비스 수준은 합의되고 있지만, 

비즈니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DS1  서비스 수준 정의 및 관리

본 문항은 핵심IT 서비스와 경영 전략이 연계되도록 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 수준 정의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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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서비스 수준은 점차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정의되고, 애

플리케이션 시스템 및 운영 환경의 설계 단계에 포함되고 있다. 성

과 측정 지표는 IT 목표보다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서비

스 수준에 대한 측정 기준이 점차 표준화되고, 업계의 기준을 반영

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는 기준은 비즈니스의 핵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가용성, 신뢰성, 성능, 성장능력, 지원수준, 연

속성 계획 수립, 보안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을 충족

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본원인 분석이 실시된다.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보고 시스템이 점차 자동화되고 있다. 합의된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및 재정상의 

위험이 정의되고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다. KPI와 KGI를 측정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제도화되고 유지관리 되고 있다.

단계 5

(최적)

기술의 발전과 제품의 가격 대비 성능의 향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IT와 경영 목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

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서비스 수준에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가 지

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고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관리되고 있다. 기대 서비스 수준이 사업부서의 전략적 목표를 반

영하고 있고, 업계 표준에 대비해서 평가되고 있다. IT관리자들은 

목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고위 경영진은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KPI

와 KGI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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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수행 책임 및 최종 책임소재가 정의되지 않았다. 외부업체와의 계

약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업체와

의 계약을 경영진이 승인 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외부업체의 성

과 측정이나 여기에 대한 외부업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계약상 보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위 경영진은 제공되는 서

비스의 품질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경영진은 외부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등

을 포함해서 문서화된 절차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표준적인 계약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공받은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측정은 비공식적이고, 사후 대응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랙티스는 개인과 공급업체의 경험에 의존

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된 위험,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감독하

기 위한 프로세스는 비공식적이다. 표준적인 계약 조항 및 용어(예: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한 설명)로 구성된 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다.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가 존재하지만, 경영 목적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다.

단계 3

(정의)

공급업체를 적절하게 심사하고 협상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세스와 

함께, 외부업체의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잘 문서화된 절차가 수

립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부업체와

의 관계는 순수히 계약적인 관계이다. 제공받을 서비스의 성격이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운영, 법규 및 통제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외부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기 

위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표준 계약 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외부업체 서비스에 관련된 비즈니스 위험이 

평가 및 보고 되고 있다.

DS2  외부업체 서비스 관리

본 문항은 효과, 비용, 위험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만족스러운 외부업

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외부업체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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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업무범위, 제공받을 서비스/산출물, 가정, 일정, 비용, 비용정산 절

차, 책임 등을 포함하여 계약 조건을 정의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표

준화된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 계약 및 공급업체 관리를 위한 책임

이 할당되어 있다. 공급업체의 자격 요건, 위험, 역량 등이 지속적

으로 검증되고 있다. 서비스 요구사항이 정의되고, 경영목적과 연계

되어 있다. 계약조항에 대비하여 서비스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존재하여, 공급업체의 현재 및 향후 서비스 제공에 피

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 프로세스에 이전 가격(transfer price)모

델이 활용되고 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서비스, 비용 및 마일

스톤 등을 이해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감독을 위한 합의된 

목표와 메트릭이 존재한다.

단계 5

(최적)

외부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급업체와 

제공받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다. 운영, 

법규 및 통제 관련 계약 조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부업체에 대한 독립적인 점검이 주기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어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 측정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

라 변화하고 있다. 측정지표를 통해서 외부업체 서비스에 대한 잠

재적인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고 있다. 서비스 수분의 달성 정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의된 보고는 외부업체에 대한 보상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있다. 경영진은 측정치를 바탕으로 외부업체 서비스의 구

매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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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경영진은 핵심 업무 프로세스가 높은 수준의 IT 성능을 요구할 수 

있거나 IT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요구가 용량을 초

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용량 계획 수립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사용자들은 성능과 용량의 제약을 극복할 임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소유자가 용량 및 성능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성능 및 용량 관리를 위해서 취하는 조치는 보통 사

후 대웅적이다. 용량 및 성능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비공식

적이다. IT 자원의 현행 및 미래 용량 및 성능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다.

단계 2

(반복/

직관)

비즈니스 및 IT 관리자들이 성능과 용량을 관리하지 못했을때 발

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있다. 성능에 대한 요구는 개별 

시스템의 평가와 프로젝트팀 및 지원팀의 지식을 기반으로 충족되

고 있다. 성능과 용량에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는데 몇 가지 개별적

인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결과의 일관성은 핵심인력의 전문성

에 의존하고 있다. IT 인프라의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고, 최대 부하 및 최악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가

용성에 관련된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불규칙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이 높고,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고 있다. 성과 측정은 고객의 필요성이 아니라 IT 부문의 필요성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 3

(정의)

성능 및 용량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시스템 수명주기의 모든 단

계를 통해서 정의되고 있다. 운영상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에 관한 요구사항과 측정항목이 정의되어 있

다. 향후의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이 정의된 프로세스를 따라 모델

링 되고 있다. 성능에 관련된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보고서가 작성

되고 있다. 여전히 성능 및 용량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서비스 

수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사용자와 고객들은 서비스 제

공 역량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

DS3  성능 및 용량 관리

본 문항은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하여 IT 인프라, 자원, 역량의 성과를 최적화한

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성능 및 용량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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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시스템 활용도, 성능, 용량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의된 서비

스 수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세스와 도구가 사용 가능하다. 

성능에 관한 표준화된 통계 수치를 제공하고, 불충분한 성능 및 용

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시던트를 알려 주는 최신의 정보가 사

용 가능하다. 불충분한 성능 및 용량에 관련된 이슈는 정의되고 표

준화된 절차를 따라 처리되고 있다.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디스

크 저장 장치, 네트워크, 서버,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등과 같은 자

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용자와 고객들이 IT 서비스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능 및 용량에 관련된 통계 수치를 비즈니스 

프로세스 측면의 용어로 보고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현

재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 만족하고 있고, 새롭고 보다 향상된 가용

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IT 성능 및 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메트릭

이 합의되어 있지만, 산발적이고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다.

단계 5

(최적)

성능 및 용량계획은 비즈니스의 수요예측과 완벽하게 일치화되어 

있다. 최소비용으로 최적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와 

비즈니스의 수요가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다. 핵심 IT 자원을 모

니터링하기 위한 도구가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표준화되고, 전사적

인 인시던트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모니터링 도구들을 통

해서 성능 및 용량에 관련된 문제를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해결하

고 있다. 향후의 추세를 예측하여,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성능에 관련된 문제를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IT 성능 및 용

량을 측정하기 위한 메트릭이 모든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

한 결과 지표 및 성과 지표로 정교화되어 있고, 일관성 있게 측정

되고 있다. 경영진은 이러한 측정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성능 및 

용량에 대한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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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IT 운영에 관련된 위험, 취약성, 위협요인, IT서비스 중단이 비즈니

스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가 경영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

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에 대한 책임은 비공식적이고,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다. 관리자들은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에 관련된 

위험과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관리자들의 연속성 확보

에 대한 초점은 IT서비스가 아니라 인프라 자원에 맞추어져 있다. 

사용자들은 서비스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 임시 해결책을 활용하

고 있다. 대형 중단사고에 대한 대응은 사후 대응적이고 준비가 되

어 있지 않다. 계획된 중단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아니라 IT의 필

요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지만 접근방법들

이 통합되지 않고 단편적이다. 시스템 가용성에대한 보고는 산발적

이고, 불완전하며,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

다. 지속적인 서비스의 가용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를 위한 주요한 원칙이 알려져 있지만, 문서화된 IT 연속성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시스템과 구성요소들의 목록이 존재하

지만,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다.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프랙티

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지만, 성공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단계 3

(정의)

서비스의 연속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서비스 연속

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하는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

되고 할당되어 있다. IT연속성 계획은 문서화되고, 시스템의 중요성

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주기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주요

한 인시던트나 재난을 다루는 과정에서 표준을 준수하고 훈련을 이

수할 지의 여부는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관리자들은 서비스

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전파하고 있다. 가

용성이 높은 구성요소들과 시스템의 중복성이 적용되고 있다. 핵심

시스템과 구성요소의 목록은 유지관리 되고 있다.

DS4  서비스 연속성 확보

본 문항은 IT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

화하도록 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 연속성 확

보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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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책임과 표준이 집행되고 있다. 서비

스 연속성 계획을 유지관리 하는 책임이 할당되어 있다. 유지관리 

활동은 연속성 확보에 대한 테스트 결과, 내부의 모범적인 프랙티

스, 변화하는 IT 및 경영환경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

스의 연속성 확보에 대한 구조적인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고, 

보고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들에 대한 훈련이 공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스템의 가용성 확보를 위한 모범적인 프랙티스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 가용성에 대한 프랙티스와 서비스 연속성 계

획 수립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의 중단을 야

기하는 인시던트들이 분류되고, 각 인시던트에 대한 이관 체계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대

한 목표와 메트릭이 개발되고, 합의되었지만, 그 측정은 일관성 없

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단계 5

(최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인 프로세스들이 벤치마킹과 외부의 베

스트 프랙티스를 고려하고 있다. IT 연속성 계획은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과 통합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들이 주요 공급업체로부터 확보되고 

있다. IT 연속성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테스트가 실시되고, 테스트 

결과가 계획의 갱신에 입력되고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가용성 확보를 

위한 프랙티스와 서비스 연속성 계획 수립이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

다. 관리자들은 한 구성요소의 장애로 인해서 재난이나 주요 인시

던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관 프랙티스가 이해되고, 철

저하게 실행되고 있다.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에 대한 목표 및 메트

릭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다. 경영진은 측정치를 바탕으

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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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조직은 IT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조직은 IT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보안에 대한 의식

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IT 보안은 사후 대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

고, 측정되지 않고 있다. IT 보안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책임이 불분

명하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IT 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은 예측 불가능하다.

단계 2

(반복/

직관)

IT 보안에 대한 책임은 관리 권한이 제한적인 IT 보안 조정자에게 

할당되어 있다. 보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이다. 보안에 관련된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지만, 

분석되지 않고 있다. 외부업체의 서비스가 조직의 고유한 보안 필

요성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보안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중이

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스킬과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IT 보안에 관

한 보고는 불완전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거나 관련성

이 없다. 보안에 대한 훈련이 가용하지만, 개인의 재량에 의해서 실

시되고 있다. IT 보안은 IT 부문의 책임과 업무영역으로 간주되고 

있고, 비즈니스는 IT 보안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으로 보지 않고 있

다.

단계 3

(정의)

보안의식이 존재하고, 경영진이 보안의식의 제고를 장려하고 있다. 

IT 보안절차가 정의되어 있고, IT 보안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IT 보

안에 대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고 이해되고 있지만, 이러한 책임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된 IT 

보안계획과 보안솔루션이 존재한다. 보안에 관련된 보고는 명확한 

비즈니스 측면의 초점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보안테스트(예: 침

입테스트)가 임기응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IT 및 현업을 대상으로 

보안에 대한 훈련이 가용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일정이 수립되고 관

리되고 있다.

DS5  시스템 보안성 확보

본 문항은 정보 및 처리 인프라의 무결성을 유지관리하고, 보안 취약성 및 인시

던트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시

스템 보안성 확보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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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IT 보안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할당되고,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

다. IT 보안위험 및 영향분석이 일관성 있게 수행되고 있다. 보안정

책 및 프랙티스가 구체적인 보안 기준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

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용자

의 식별, 인증 및 승인이 표준화되어 있다. 보안의 감사 및 관리 책

임을 맡은 인력들에 대한 보안인증을 추구하고 있다. 보안테스트가 

표준적이고, 공식화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완료되어, 보안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IT 보안 프로세스들은 조직의 전반적인 보안기능과 

조정되고 있다. IT 보안에 관한 보고는 경영목적과 연계되어 있다. 

IT 보안에 대한 훈련이 현업과 IT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IT 보안에 대한 훈련은 비즈니스의 필요성과 정의된 보안위험 프로

파일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다. 보안관리에 대한 

목표와 메트릭이 정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측정되지 않고 있다.

단계 5

(최적)

IT 보안은 비즈니스 관리자와 IT 관리자의 공동책임이고, 보안에 관

련된 경영목적에 통합되어 있다. IT 보안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은 명

확하게 정의되고, 최적화되고, 승인받은 보안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와 고객들이 점차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는데 최종적인 책

임을 지고, 보안기능은 설계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되고 있

다. 자동화 도구의 지원을 받는 공식화된 인시던트 대응절차를 통

해서 보안 인시던트가 즉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수행

되는 보안평가에서는 보안계획 실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새

로운 위협과 취약성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분석되고 

있다. 위험경감을 위한 적절한 통제가 즉각적으로 전파되고 실행되

고 있다. 보안테스트, 보안 인시던트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 위험의 

사전 예방적인 식별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

다. 보안 프로세스와 기술이 조직 전반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보안

관리에 대한 메트릭이 측정되고, 수집되고 전파되고 있다. 경영진은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안계

획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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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비용 산정 및 배분을 위한 프로세스

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은 비용회계에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이슈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 정도는 이해하고 있지

만 사용자별, 부서별, 사용자 그룹별, 서비스 기능별, 프로젝트별, 산

출물별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단지 총비용에 대해서만 경영

진에 보고하고 있고,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IT 비용이 운영 간접비로 배분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비용

이나 효과에 대한 정보가 비즈니스에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단계 2

(반복/

직관)

비용을 산정하고 배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비용배분은 

예를 들면 하드웨어 비용과 같은 비공식적인(또는 초보적인) 요소

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가치를 유발하는 요인과는 전혀 연계되

지 않고 있다. 비용배분 프로세스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적인 비용 산정 및 배분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이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용을 수집하거나 배분하는 책임이 할당되

지 않고 있다. 

단계 3

(정의)

IT비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연관시키기 위한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다. 정보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

식하고 있다.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비즈니스에 제공하고 

있다.

DS6  비용 산정 및 배분

본 문항은 IT 비용을 파악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에 입각한 IT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서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는 비용 산정 및 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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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정보서비스 비용의 관리에 대한 수행책임 및 최종 책임소재가 정의

되어 있고,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완벽하게 이해되고 있고, 공식적

인 훈련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다. 간접비와 직접비가 시기적절하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식별되고, 경영진, 업무 프로세스 소유자, 사용

자 등에게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지고 있다. 정보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보고는 

경영목적 및 서비스 수준계약과 연계되어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소유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재무부서는 비용배분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화된 비용 회계시스템이 존재하지만, 

비즈니스 프로세스보다는 정보서비스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용측정에 대한 목표와 메트릭은 합의되었지만, 일관성 없이 측정

되고 있다.

단계 5

(최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이 식별되고, 포착되고, 정리되어 경영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소유자, 사용자 등에게 보고되고 있다. 비용은 

청구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공된 서비스의 사용률을 단위로 사

용자들에게 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는 과금 시스템이 존재한다. 비

용의 상세내역은 서비스 수준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IT 자원의 비용

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다. 비용에 관한 수치는 효과의 실현 여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되고, 조직의 예산편성 프로세스에 활용되고 있다. 정보서비

스 비용에 관한 보고는 지능형 보고시스템을 통해 비즈니스 요구사

항의 변경여부를 조기에 알려주고 있다. 제공하는 각 서비스가 처

리하는 처리량을 통해서 산출된 변동비용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비

용관리는 지속적인 개선과 타조직과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모범적인 

프랙티스의 수준으로 정교화되어 있다. 비용최적화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이다. 경영진은 지속적인 프로세스의 일부

로서 목표와 메트릭을 검토하여 비용측정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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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은 훈련에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이슈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

고,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조직은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

나,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화된 프로그램의 부

재로 인력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식별하여 참가하고 있

다. 이러한 훈련과정들 중의 몇몇은 윤리적 행위, 시스템 보안에 대

한 인식, 보안 프랙티스 등을 다루고 있다. 전반적인 관리방법은 응

집력이 부족하고, 훈련 및 교육에 관련된 이슈 및 방법에 대한 전

파가 간헐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과 조직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훈련이 개별 인력들의 수행성과 계획에서 

식별되기 시작하고 있다. 프로세스는 동일한 주제를 서로 다른 방

법으로 커버하면서 비공식적인 훈련 및 교육과정을 서로 다른 강사

들이 가르치는 단계까지 발전되어 있다. 일부 강좌는 윤리적 행위, 

시스템 보안에 대한 인식, 보안 프랙티스 등을 다루고 있다. 개인의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슈와 이러한 

이슈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일관성 있게 전파되고 있다.

단계 3

(정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화되고, 전파되고 있고, 인력과 관리

자들이 훈련 요구를 식별하고 문서화하고 있다. 훈련 및 교육 프로

세스는 표준화되고 문서화되어 있다.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

원하기 위한 예산, 자원, 시설 및 강사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 윤

리적 행위, 시스템 보안에 대한 인식 및 프랙티스 등에 대한 공식

적인 강좌가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훈련 및 교육 프로세스는 모

니터링되고 있지만, 관리자들이 모든 예외 사항을 탐지할 가능성은 

낮다. 훈련 및 교육에 관한 문제는 가끔씩만 분석되고 있다.

DS7  사용자 교육 및 훈련

본 문항은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솔루션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

용자들이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는 사용자 교육 및 훈련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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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측정 가능한 결과를 창출하는 종합적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책임이 명확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소유권이 수립되어 있

다. 훈련 및 교육은 인력의 경력관리의 한 요소이다. 관리자들은 훈

련 및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참석하고 있다. 모든 인력들은 윤리적 

행위와 시스템 보안의식에 대한 훈련을 이수하고 있다. 모든 인력

들은 가용성, 기밀성 및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인해서 야

기되는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시스템 보안 프랙티스

에 관한 훈련을 이수하고 있다. 관리자들은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과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내부의 베스트 프랙티

스를 적용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훈련 및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성과가 향상되고 있다. 훈련 및 교

육은 인력의 경력관리에 중요한 요소이다.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에 충분한 예산, 자원, 시설 및 강사 등이 제공되고 있다. 외부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다른 조직에 대비한 벤치마킹을 통한 성숙도 모

델링을 활용하여 프로세스가 정교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되

고 있다. 모든 문제와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 근본원인이 분석되고, 

효율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식별되고 취해지고 있다. 윤리적인 행위

와 시스템 보안원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훈

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자동화하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

록 IT가 통합적이고 최적화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외부의 훈련 전문가들이 최대한 활용되고, 벤치마크가 지침으로 사

용되고 있다.



- 119 -

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사용자의 질문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지원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은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사용자의 문의에 대응하고 문제의 해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구

와 인력의 지원을 받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

다. 그러나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고, 사후 대응적인 지

원만을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들은 사용자들의 문의, 문제 또는 추

세 등을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관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계 2

(반복/

직관)

서비스 데스크 기능과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사실

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지식을 갖춘 개인들의 네트

워크를 통한 비공식적인 지원이 가용하다. 이러한 인력들은 인시던

트 해결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도구를 보

유하고 있다. 표준적인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과 전파가 이루

어지지 않고, 책임은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단계 3

(정의)

서비스 데스크 기능과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인식되고 인정하고 있다. 절차는 표준화되고 문서화되어 있고, 

비공식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훈련을 이수할 것인가, 

표준을 따를 것인가의 여부는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흔히 묻

는 질문(FAQ)과 사용자 지침서가 개발되어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찾아야 하고,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문의사항과 인

시던트는 수작업으로 추적되고 개별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보고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의와 인시던트에 대한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측정되지 않고 있고, 미결상태

로 남아 있는 인시던트가 존재하기도 한다. 사용자들은 문제와 인

시던트를 어디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통보받고 있

다.

DS8  서비스 데스크 및 인시던트 관리

본 문항은 최종 사용자의 문의, 질문, 인시던트 등을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IT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 데스크 및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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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의 효과를 조직의 모든 차원에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고, 서비스 데스크 기능이 적절한 조직 단위로 수립되

어 있다. 도구와 기법들이 중앙 집중적인 지식베이스를 바탕으로 

자동화되어 있다. 서비스 데스크의 인력들은 문제관리부문의 인력

들과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효과성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 인시던트의 전파, 이관 및 

해결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전파되고 있다. 서비스 데스크

의 인력들은 훈련을 받고 있고, 프로세스는 해당 작업 고유의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개선되고 있다. 경영진은 서비스 데스크의 성과

에 대한 KPI와 KGI를 구축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와 서비스 데스크 기능이 수립되고, 잘 조

직화되어 있고, 지식, 고객지향, 지원제공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서

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트릭이 체계적으로 측정되고 보고되

고 있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FAQ가 지식베이스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사용자들이 인시던트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들이 수립되어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자

문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는 구조화된 이관 프로세

스 내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 관리자들은 통합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와 서비스 데스크 기능의 성과에 

대한 통계 수치를 확보하고 있다. 프로세스들은 성과지표의 분석 

결과, 지속적인 개선, 타 조직과의 벤치마킹 등을 바탕으로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의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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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경영진은 IT 인프라에 대한 보고를 하고, IT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

는 프로세스를 수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구성관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재

고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관리 작업이 개별 인력차원에서 수행

되고 있다. 표준화된 프랙티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단계 2

(반복/

직관)

경영진은 IT 구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정

확하고 완전한 구성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해하고 

있지만, 기술부서 인력의 지식과 전문성에 암묵적으로 의존하고 있

다. 구성관리 도구들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지만, 플랫폼마다 서

로 다른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프랙티스

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구성에 관한 데이터의 내용은 제한적이고, 

변경관리 및 문제관리 등과 같은 관련 프로세스들이 이러한 데이터

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단계 3

(정의)

절차와 프랙티스가 문서화되고, 표준화되고, 전파되고 있지만, 훈련

을 받을 것인지, 표준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재량에 맡

겨져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유사한 구성관리 도구들이 모든 플랫폼

에 구현되어 가고 있다. 절차를 따르지 않는 예외 사항들은 탐지될 

가능성이 낮고, 물리적인 검증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

비와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추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화

가 일부 이루어져 있다. 구성에 관한 데이터를 관련 프로세스들이 

사용하고 있다.

DS9  구성 관리

본 문항은 IT 인프라, 자원, 역량을 최적화하고, IT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

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구성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

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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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구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조직의 모든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

고, 모범적인 프랙티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절차와 표준들

이 전파되고, 훈련과정에 포함되고 있고, 위반사항들이 모니터링 되

고, 추적되고, 보고되고 있다. 표준을 집행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푸시(Push)기술 등과 같은 자동화된 도구가 활용되고 있

다. 구성관리 시스템은 대부분의 IT 자산을 커버하고 있고, 적정한 

릴리스 관리와 배포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다. 물리적 검증

과 예외 분석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근본원인이 조사되고 

있다.

단계 5

(최적)

모든 IT 자산이 구성요소들과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모든 필

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앙 집중형의 구성관리 시스템 내에서 관

리되고 있다. 구성 데이터는 공급업체의 카탈로그와 연계되어 있다. 

관련 프로세스들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고, 구성 데이터를 자동화

된 방법으로 활용하고 갱신하고 있다. 기준선에 대한 감사 보고서

를 통해서 핵심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리, 서비스, 

보증, 업그레이드 및 기술 평가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적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이 집행되고 있

다. 관리자들은 업그레이드 일정 및 기술 향상 가능성 등을 제공하

는 분석 보고서로부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를 예측하고 있다. 자산

의 추적과 개별 워크스테이션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산을 보호하

고, 도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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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문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문제와 인시

던트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시던트의 근본원인을 식

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개인들이 문제를 관리하고, 근본원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지식을 갖춘 핵심 인력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관련된 문제에 약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문제관리를 위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 정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고, 

이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IT에 관련된 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 현업부서와 정보서비스 부서 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해결 

프로세스는 몇 명의 핵심 인력들이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책임

을 맡고 있는 단계까지 발전되어 있다. 정보는 인력들 간에 공유되

고 있지만, 비공식적이고 사후 대응적인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다.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사용자 집단별로 상이하고, 문제 관

리자에게 구조적인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 3

(정의)

효과적이고 통합된 문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것은 인력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과 예산 배정으로 입증되

고 있고, 훈련이 가용하다. 문제해결 및 이관 프로세스가 표준화되

어 있다. 문제 및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록 및 추적은 중앙집중화

되지 않고, 가용한 도구를 활용하여 대응팀 내에 분산되어 있다. 기 

수립된 표준이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들이 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사전 예방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인력들간에 정

보를 공유하고 있다. 관리자들은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인시던

트를 검토하고, 문제식별 및 해결을 분석하고 있다.

DS1O  문제 관리

본 문항은 최종 사용자들이 서비스와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하고,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 상의 결함과 재작업을 줄인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

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문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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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문제관리 프로세스를 조직의 모든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책임소

재가 명확하고 소유권이 수립되어 있다. 방법론과 절차가 문서화되

고, 전파되고, 효과성이 측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문제가 식별되고, 

기록되고, 보고되고, 해결되고 있다. 지식과 전문성이 육성되고, 유

지관리 되고, 이 기능이 IT 목적달성 및 IT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주요요인 및 조직의 자산으로 간주될 정도로 고도로 발전되어 있

다. 문제관리가 인시던트, 변경, 가용성, 구성관리 등과 같은 관련 

프로세스와 잘 통합되어 있고, 고객들이 데이터, 설비, 운영 등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 문제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KPI와 

KGI가 합의되어 있다.

단계 5

(최적)

문제관리 프로세스는 전향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프로세스로 발전하

여 IT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문제의 발생이 예견되고 예방되고 

있다. 공급업체와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서 문제의 과

거 및 미래 패턴에 대한 지식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문제와 해결방

안의 기록, 보고 및 분석이 자동화되고, 구성 데이터 관리와 완벽하

게 통합되어 있다. 목표들이 일관성 있게 측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하는 자동감지 및 경고 메커니

즘을 갖추고 있다. 측정지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관리 프

로세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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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데이터를 조직의 자원 및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의 소유권이나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의 품질과 보안이 취약하거나 전무한 상태이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조직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접근방법이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전파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 관리에 대

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백업/복구 절차 및 폐기 준비가 구축되

어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직 전반적으로 인식하

고 있다. 상위수준에서의 데이터 소유권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들이 핵심 인력에 의해서 

문서화되고 있다. IT부문 내에서 데이터 관리를 위한 핵심활동(백업, 

복구, 폐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일부 수행되고 있다. 데이터 관리를 

위한 책임이 핵심 IT 인력에게 비공식적으로 할당되어 있다.

단계 3

(정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IT 부서 및 조직 전반에 이해되

고 인정되고 있다. 데이터 관리를 위한 책임이 수립되어 있다. 데이

터의 소유권이 할당되고, 책임을 맡은 당사자가 무결성과 보안을 

통제하고 있다. IT 부서 내에 데이터 관리 절차들이 공식화되어 있

고, 백업/복구 및 장비의 폐기에 도구들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 데

이터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인 성

과지표들이 정의되어 있다. 데이터 관리 인력에 대한 훈련이 실시

되기 시작하고 있다.

단계 4

(관리/

측정)

조직 내에서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이해되고, 필요한 조치들이 

인정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정

의되고, 할당되고, 전파되고 있다. 절차들이 공식화되고, 널리 알려

져 있고, 지식이 공유되고 있다. 최신의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고객과 KPI와 KGI를 합의하고 있고, 잘 정의된 프로세스를 통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 인력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

이 실시되고 있다.

DS11 데이터 관리

본 문항은 정보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정보가 필요한 때에 가용하도록 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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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최적)

조직은 데이터 관리 및 모든 필요한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인

정하고 있다. 미래의 필요성과 요구사항들이 사전 예방적인 방법으

로 탐색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

게 수립되고, 조직 전반에 잘 알려지고, 적시에 갱신되고 있다. 절

차는 공식화되고 널리 알려져 있고, 지식공유는 표준적인 프랙티스

이다. 정교화된 도구들을 활용하여 데이터 관리를 최대한 자동화하

고 있다. 경영목적과 연계된 KPI와 KGI가 고객과 합의되고 있고, 잘 

정의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일관성 있게 모니터링되고 있다. 개선

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 인력에 대

한 훈련이 제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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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시설이나 컴퓨팅 자원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방지, 먼지, 전력, 과도한 열기 및 

습도를 포함한 환경적 요인들이 모니터링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있

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조직은 자원과 인력을 인공 및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

절한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는 사

실을 인식하고 있다. 시설과 장비의 관리는 핵심 인력의 스킬과 역

량에 의존하고 있다. 인력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시설 내를 이동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시설에 대한 환경통제와 인력의 이동을 모니

터링하지 않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환경 통제가 운영인력에 의해서 실시되고 모니터링 되고 있다. 물

리적 보안은 비공식적인 프로세스로서, 시설의 물리적인 보호에 이

해관계가 높은 인력의 집단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시설의 유지

관리 절차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몇몇 개인의 모범적인 프랙티

스에 의존하고 있다. 물리적 보안의 목표는 공식적인 기준을 기반

으로 하고 있지 않고, 경영진은 보안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

단계 3

(정의)

컴퓨팅 환경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

해하고 인정하고 있다. 경영진은 환경통제, 예방 점검, 물리적 보안

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추적하고 있다. 승인받은 인력만이 컴

퓨팅 시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방문자

는 방문일지에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하고 있다. 물리적인 시

설은 쉽게 눈에 띄거나 식별되지 않고 있다. 관계 당국이 건강 및 

안전규정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험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

하고 있지만, 보험비용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DS12  물리적 환경 관리

본 문항은 컴퓨터 자산과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고, 비즈니스의 중단을 최소

화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물리적 환경 관리 프로세

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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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컴퓨팅 환경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완

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은 조직 구조 및 예산 배정으로 입증되

고 있다. 환경 및 물리적 보안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문서화되어 

있고,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모니터링 되고 있다. 책임소재와 

소유권이 수립되고, 전파되고 있다. 시설 담당자들은 비상사태, 건

강 및 안전에 대한 훈련을 완벽하게 이수하고 있다.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환경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된 통제 메

커니즘이 수립되어 있다. 관리자들은 통제의 효과성과, 기 수립된 

표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영진은 컴퓨팅 환경의 

관리를 측정하기 위한 목표와 메트릭을 수립하고 있다. 컴퓨팅 자

원의 복구는 조직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다. 통합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험비용을 최적화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조직의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장기 

계획이 존재한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표준이 정의되어 있다. 여기

에는 사이트 선정, 건설, 보호, 인력의 안전, 기계 및 전기 시스템, 

환경적인 요인(화재, 번개, 홍수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모든 시설은 조직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분류되고, 재고가 

관리되고 있다. 접근이 업무수행에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

게 통제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방문자들은 항시 동행되고 

있다. 환경은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모니터링되고, 통제되고 있

고, 장비실은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다. 목표들은 일관성 있게 측정

되고 있다. 예방 점검 일정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민감한 기기에 대

해서는 정기적인 테스트가 시행되고 있다. 시설 전략과 표준은 IT 

서비스의 가용성 목표와 연계되어 있고,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및 

위험관리와 통합되어 있다. 경영진은 목표와 메트릭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최적화하여, 비즈니스 측면의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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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조직은 기본적인 IT 지원 및 운영 활동을 수립하는데 시간과 자원

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조직은 IT 지원기능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

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절차가 거의 수립되어 있지 않고, 운영활

동은 사후 대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일정이 수립되지 않고, 처리요청은 사전 검증 없이 접

수되고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애

플리케이션들이 중단되고, 지연되고, 가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

생하고 있다. 인력들이 자원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 

출력매체가 전혀 생성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 배달되고 있

다.

단계 2

(반복/

직관)

조직은 IT 운영활동이 IT 지원기능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도구에 대한 예산은 사안별로 배

정되고 있다. IT 지원운영은 비공식적이고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인력의 스킬과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수행할지에 대한 지시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운영

자에 대한 훈련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공식적인 운영 표준이 일

부 존재한다.

단계 3

(정의)

컴퓨터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이해되고 인정되고 있고 자원이 할당

되고, 약간의 현장훈련(OJT)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복적으로 수행 

가능한 기능들이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표준화되고, 문서화되고, 전

파되고 있다. 이벤트와 완료된 작업의 결과는 기록되고 있지만, 관

리자에게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운영자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

해서 일정 수립의 자동화 및 기타 도구의 활용이 도입되고 있다. 

운영에 새로운 작업을 투입하는데 통제가 도입되고 있다. 계획되지 

않은 이벤트의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식적인 정책이 수립되

고 있다. 공급업체와의 유지보수 및 서비스 계약은 여전히 비공식

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DS13  운영 관리

본 문항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관리하고, IT 인프라나 오류가 장애를 견디고 

복구되도록 해야 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운영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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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컴퓨터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소유권이 

할당되어 있다. 운영은 자산 확보를 위한 예산 및 인력자원에 지원

되고 있다. 훈련이 공식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케

줄과 작업은 문서화되고, IT 부서 내부뿐만 아니라 현업 고객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표준화된 수행성과에 대한 합의와 기 수립된 서비

스 수준을 기준으로 매일의 활동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립된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항들은 신속하게 해결되고 

수정되고 있다. 관리자들은 컴퓨팅 자원의 활용과 작업의 완료 또

는 할당된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세스의 자동화율을 증가시키

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공급업체와의 공식적인 

유지보수 및 서비스 계약이 수립되어 있다. 문제관리, 용량 및 가용

성 관리 프로세스와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고, 오류와 중단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IT 운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생산성의 손실 없이 서비스 수

준에 대한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을 가

지고 있다. IT 운영 관리 프로세스는 표준화되고, 지식베이스에 문

서화되어 있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스템을 지원하

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된 환경을 구축하

는데 기여하고 있다. 모든 문제와 장애에 대한 근본원인을 식별하

기 위한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변경 관리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회

의를 통해서 운영 스케줄의 적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장비의 수명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있

고, 유지보수는 주로 예방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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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조직은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IT 부문은 프로

세스나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다. 유용하

고, 적시적이고, 정확한 보고서가 이용 가능하지 않다. 프로세스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경영진은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준화된 수집 및 평가 프로세스가 식별

되어 있지 않다. 특정한 IT 프로젝트와 프로세스의 필요에 따라 사

안별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측정항목이 선정되고 있다. 모니터링

은 조직에 손실이나 어려움을 야기한 인시던트에 대해서만 사후 대

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회계부서가 IT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모니터링해야 할 기본적인 측정 지표들이 식별되어 있다. 수집 및 

평가 방법론과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해당 프로세스가 조직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의 해석은 핵심 인

력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수집에 제한적인 

도구들이 선정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정보의 수집은 계획된 접근방

법을 기반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 3

(정의)

경영진은 표준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전파하고 제도화하고 있다. 모

니터링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다. 과거의 수

행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지식베이스가 개발되어 있다. 평가는 여전

히 개별 IT프로세스와 프로젝트 수준에서 시행되고, 모든 프로세스

들 간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IT 프로세스와 서비스 수준을 모니

터링하기 위한 도구가 정의되어 있다. 정보 서비스 기능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한 측정 지표들이 전통적인 재무 및 운

영기준을 이용하여 정의되어 있다. IT 고유의 성과지표, 비재무적인 

지표, 전략적인 지표, 고객만족도 지표, 서비스 수준 등이 정의되어 

있다. 성과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정의되어 있다.

ME1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본 문항은 거버넌스를 위한 요구사항에 따라 IT 비용, 효과, 전략, 정책,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는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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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경영진은 프로세스의 수행 시 허용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가 표준화되고 공식화되고 있다. 모든 IT프로젝트

와 프로세스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표가 존재한다. IT 조직

의 경영진을 위한 보고시스템이 공식화되어 있다. 애플리케이션, 시

스템 및 프로세스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자동화 도구들이 통합되고, 조직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이 승인하고 합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IT 기능에 대한 측정은 조직 전반의 목표와 연계되

어 있다.

단계 5

(최적)

조직 전반의 모니터링 표준 및 정책을 갱신하고, 업계의 베스트 프

랙티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개선 프로세스가 개발되

어 있다. 모든 모니터링 프로세스들은 최적화되어 있고, 조직 전반

의 목적을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 주도의 측정항목들이 성과를 

측정하는데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IT 균형성과표와 같은 전략적인 

평가 프레임워크에 통합되어 있다.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재설계는 조직 전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계획

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업계 및 주요 경쟁업체에 대비한 벤치마

킹이 잘 정리된 비교기준을 바탕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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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0 

(부재)

조직은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

지 않다. 경영진에게 내부통제에 관해서 보고하기 위한 방법이 존

재하지 않는다. IT 운영상의 보안성 확보 및 내부통제의 보증에 대

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자와 인력들은 전반적으로 

내부통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경영진은 IT 관리 및 통제 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내부통제의 적절성 평가는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T 관리자들은 내부통제의 효과성

을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공식적으로 할당하지 않고 있다. IT 내부통

제에 대한 평가는 정보 서비스 기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방법

론과 스킬로 전통적인 재무 감사의 일부분으로서 실행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조직은 비공식적인 통제 보고서를 활용하여 필요한 수정조치를 취

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는 핵심인력의 스킬에 의존하고 

있다. 내부통제 모니터링에 대한 조직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정

보 서비스 부분의 관리자들은 중요한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정기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들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개인의 스킬을 기반으로 IT 환경에 고유한 위험 요인들이 식

별되고 있다.

단계 3

(정의)

경영진은 내부통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제도화하고 있다. 내부통

제 모니터링 활동의 평가와 보고를 위한 정책 및 절차가 개발되어 

있다. 내부통제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구축되

어 있다. 자가 평가 및 내부통제 보증검토를 위한 프로세스가 책임

을 맡은 현업 및 IT 관리자의 책임과 함께 수립되어 있다. 도구가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IT 프로세스의 위험평가 정책이 IT 조직만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통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프로세스 고유의 위험과 

경감 정책이 정의되어 있다.

ME2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평가

본 문항은 IT 목적의 달성을 보호하고, IT 관련 법규 및 계약을 준수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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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경영진은 내부통제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조직은 내부통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벗어날 수 있는 허용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평가를 표준화하고 통제 예외사항을 자동으로 적발

하기 위한 도구들이 구축되어 있다. 공식적인 IT 내부통제 기능이 

수립되어, 전문성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고위 경영진이 승인

한 공식적인 통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스킬을 갖춘 IT 인

력들이 내부통제 평가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부통제 모니

터링에 대한 이력 정보의 지식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내부통제 

모니터링에 대한 동료 검토가 수행되고 있다.

단계 5

(최적)

경영진은 내부통제 모니터링에 대한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습

득한 교훈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의 지속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수립

하고 있다. 조직은 필요한 경우 핵심 IT 통제의 효과적인 평가와 IT 

통제 모니터링 인시던트의 신속한 적발을 가능하게 해 주는 통합되

고 갱신된 최첨단의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정보 서비스 기능에 적

합한 지식의 공유가 공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업계 표준 및 베스

트 프랙티스에 대비한 벤치마킹이 공식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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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IT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구사항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법규 및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프로세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계약의 준수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다.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지

만,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감사나 검토에 대응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외부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

러한 필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금융 또는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와 

같이 준수가 반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인 경우, 개별적

인 준수 절차가 개발되어 있고, 매년 단위로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적인 접근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들의 지식과 책임에 크

게 의존하고 있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외부 요구사항과 

준수에 관한 이슈에 대한 비공식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 3

(정의)

법규 및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및 절

차가 수립되고, 문서화되고, 전파되고 있지만, 일부는 항상 준수되

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갱신되지 않았거나 실행하기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모니터링이 거의 수행되지 않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는 준수 요구사항들이 존재한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법규 

요구사항과 정의된 준수 프로세스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계약상의 의무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표준적인 가계

약서와 법률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단계 4

(관리/

측정)

외부 요구사항에 관련된 이슈와 노출 가능성, 모든 수준에서 준수

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모든 인력들이 자

신들의 준수 의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공식적인 훈련체계가 존

재한다. 책임소재는 명확하고, 프로세스의 소유권을 이해하고 있다. 

프로세스에는 외부 요구사항과 지속적인 변화를 식별하기 위한 환

경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외부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을 

ME3  외부 요구사항의 준수 확보

본 문항은 법규 및 계약 요구사항이 준수되도록 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

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외부 요구사항의 준수 확보 프로세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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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고, 내부 프랙티스를 집행하고, 수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수립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준수에 관련된 문제의 근본원인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적용되는 법규와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서비스 계약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에 표준화된 내부의 모범적인 프랙티스를 

활용하고 있다.

단계 5

(최적)

전 조직에 지침과 조정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중앙부서를 기반으

로 외부 요구사항들의 준수를 위해서 잘 조직화되어 있고, 효율적

이고, 집행되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외부 요구사항의 향후 추세 

및 예상되는 변화, 새로운 해결방안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적용

되는 외부 요구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이 존재한다. 조직은 자

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법규 및 업계 그룹과의 외부 논의에 참여한다. 외부 요구사

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베스트 프랙티스가 개발되어, 

준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앙 집중적

이고, 전사적인 추적 시스템이 존재하여, 관리자들이 워크플로우를 

문서화하고, 준수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품질과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외부 요구사항 자가평가 프로세

스가 실행되고 있고, 모범적인 프랙티스의 수준으로 정교화 되어 

있다. 준수에 관련된 조직의 관리 스타일과 문화는 충분히 강력하

고, 프로세스는 신규 인력과 큰 변화가 있을 때만 훈련을 실시해도 

될 정도로 잘 수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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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란 성숙도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0 

(부재)

IT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은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

가 전혀 전파되지 않고 있다.

단계 1

(초기/

임기응

변)

IT 거버넌스에 관련된 이슈가 존재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별로 혹은 사안별로 임기응변적인 접

근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관리자들의 접근방법은 사후 대응적이고, 

이러한 이슈와 접근방법의 전파는 간헐적으로 일관성 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경영진은 IT가 비즈니스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

해서 대충 짐작만 하고 있다. 경영진은 손실이나 대중적인 물의를 

일으킨 인시던트에 사후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단계 2

(반복/

직관)

IT 거버넌스에 관련된 이슈를 인식하고 있다. IT 계획 수립, 제공, 모

니터링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IT 거버넌스 활동과 성과지표들이 개발 

중에 있다. 개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일부 IT 프로세스가 선정되어 

개선되고 있다. 경영진은 기본적인 IT 거버넌스 측정 및 평가 방법

과 기법을 식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스는 조직 전반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표준 및 책임에 대한 전파는 개인

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양한 IT 프로젝트와 프로세스 내에서 개

인들이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다. IT 거버넌스를 측정하

기 위한 프로세스, 도구, 측정항목 등은 제한적이고, 이들의 기능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단계 3

(정의)

경영진은 IT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조직에 전파하

고 있다. IT 거버넌스에 대한 기준선 지표들이 개발되어 있고, 결과

지표와 성과동인들 간의 관계가 정의되고 문서화되어 있다. 절차가 

표준화되고 문서화되어 있다. 경영진은 표준화된 절차를 전파하고 

있고,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IT 거버넌스를 감독하는 것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식별되어 있다. 대시보드가 IT 균형성과표의 일부로서 정

의되어 있지만 훈련을 받을 것인지, 표준을 따를 것인지 등은 개인

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프로세스들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외사항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관리자들이 예외사항을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ME4  IT 거버넌스 제공

본 문항은 IT 거버넌스를 기업 거버넌스 목적에 통합시키고, 법규와 계약을 준

수한다는 IT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IT 거버넌스 제공 프로세

스에 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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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관리/

측정)

IT 거버넌스에 관련된 이슈를 모든 차원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

다.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서비스 수준계약을 

통해서 책임이 정의되고 모니터링되고 있다. 책임소재는 명확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소유권이 수립되어 있다. IT 프로세스와 IT 거버넌

스는 경영 및 IT 전략에 연계되고 통합되어 있다. IT 프로세스의 개

선은 계량화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절차와 프로세스 측정항

목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프로세스

의 이해관계자들은 위험, IT의 중요성, IT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등

을 인지하고 있다. 관리자들은 프로세스 운영에 있어서의 허용한계

를 정의하고 있다. 성숙한 기법과 표준화된 도구의 집행을 바탕으로 

기술을 제한적인 목적에서 주로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IT 거버

넌스는 전략 및 운영 계획 수립,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

다. IT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성과지표들이 기록되고, 추적되어, 조

직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 프로세스 성과에 대한 전

반적인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관리자들은 핵심성과지표의 결과를 바

탕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

단계 5

(최적)

IT 거버넌스에 관련된 이슈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도화되고 전향

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훈련과 전파가 최첨단의 개념과 기법의 지원

을 받고 있다.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개선과 다른 조직과의 성숙도 

비교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 수준으로 정교화

되어 있다. IT 정책을 실행하여 조직, 인력, 프로세스들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IT 거버넌스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

다. 모든 문제와 예외 사항들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조

치가 신속하게 식별되어 취해지고 있다. IT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

하고, 품질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범위

하고, 통합되고 최적화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IT 프로세스의 위

험과 효과가 정의되고, 균형을 갖추고 있고, 조직 전반에 전파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최대한 활용되고 있고, 벤치마크가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기대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자가평가, 전

파가 조직 전반에 확산되어 있고, 측정, 분석, 전파, 훈련을 지원하는 

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가 전

략적으로 연계되어, 조직의 경쟁우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 

인력, 재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IT 거버넌스 활동들은 기업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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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T governance 

maturity differences and it's 

main causes

Chanshik L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rategic importance of IT is evolving from the subject of 

some scholars research to business agenda for the survival of 

enterprise in the modern business environment. As a result, IT 

governance that emerged from the shift of business environment has 

become a survival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impact of three 

factors on IT governance maturity. Firstly, the intent of the person in 

charge. Secondly, the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Lastly, the  

annual maturity appraisal by the Govern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our public enterprise in public utility area that have a 

similar scale and busines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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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Each firm's IT governance 

maturity was measured by COBIT4.1 maturity model and then 

analysed the result through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harge and 

CIO.  

  The results reveal these three conclusions. Firstly, the performance 

of IT governance was more affected by the intent of the person in 

charge rather than CIO. Secondly, the EA maturity model was 

affected by the IT governance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but 

not COBIT maturity model. Lastly, the annual appraisal of IT 

governance maturity by the Government cause a positive impact on 

the investment of IT, while cause a negative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IT governance maturity.

keywords : IT Governance, EA, COBIT, Maturity, 

            Public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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