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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한 정보화수준평가(기관역량평가에 

포함), 전자정부법에 의거한 행정정보자원관리 성과분석,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분석 등이 각 각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개발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

에서의 평가의 통합 원칙에 의거할 때, 이들 유사한 평가기능들이 정립될 필

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각의 평가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자원, 정보자원 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다. 정립된 개념에 따라 이들 평가제도들이 근거

하고 있는 법률을 검토하여 각 각의 상호관련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

보자원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포함되는 요소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자

원을 포함한 조직 전체의 업무(business) 및 성과(performance)와의 관계까지 포

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는 정보자원관리활동의 기

준이 되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행 정보화수준평가와

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2000년도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온 정보화수준평가체계 및 모형과 더불어 최근 전자정부 발전단계와 관련

된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검토한 결과 정보화수준평가모형은 정보기술아키텍

처 성과분석 모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보화수준평가를 시행할 때, 정보화총괄기관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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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에서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책 기획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분

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자원관리, 정보화수준, 정보화평가】

Ⅰ. 서 론

2000년부터 제도화된 정보화수준평가는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겪었고, 2006
년도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평가의 통합이라는 원칙하에 

대대적인 정부업무평가가 정비되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그간

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정보화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시행

하는 정부업무평가분야의 한 개 부문으로 정리되면서 정보화부문내 크게 정보

화사업에 대한 평가(공통지표)와 정보화수준평가(특성지표)로 분류되어 현재 시

행되고 있다.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계획에 포함된 정보화수준평가의 내용은 정

보화추진의지 및 역량 수준, 정보보호 수준,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 활용 

수준, 지식정보 제공관리 수준,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 정도 등의 지표

가 포함되었다(국무조정실, 2007). 
그러한 가운데 정보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05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 제9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는 매년 각 공공기관들이 구축, 운영하고 있

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운영 실태 및 그 추진성과의 분석결과를 정보화추

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7년도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 중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중앙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34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 29개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담

당부서 및 그에 준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행정안전

부에서는 2006년도에 정부정보자원관리프로세스프레임웍(G-IRMPF)을 개발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각 기관들에 대한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모델을 제안하였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의 방향은 그간 산재해있는 유사평

가업무들을 통합하여 평가로 인한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과 실

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분야에서도 정보화추진위원회차원

에서 시행되던 다양한 평가들이 일제 정비되어 정부업무평가에서의 정보화부문

평가로 일원화되어 평가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 편에서는 정부업무평

가에서의 정보화부문평가와는 별도로 정보자원관리차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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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운영 성과분석과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진단체계가 개발,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유사한 평가나 성과분석 제도가 통합되지 못한 채 제 각기 개발, 시

행되는 이유는 2007까지는 정보화정책과 관련하여 그 기능이나 소관부처간의 

관할권 경쟁 등으로 인한 갈등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08년 현재 정보

화관련 총괄기관이 일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제도가 정립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전의 갈등관계로 초래됐던 불필요한 중복행정 혹은 중

복정책의 산물인 정보자원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 분석, 정보화 수준 평가 

혹은 성과관리 등에 대한 개념 및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

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

제제기에 따라 이들 유사한 평가제도가 통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통합의 근거는 관련 개념의 미확립에 따른 각 각의 평가제

도에 포함되어있는 평가내용의 유사성에 의거하고 있다고 보고 각 각의 평가제

도에서 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평가모형 및 지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정보화수준평가,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분석, 정보자원관리 성과분석 

제도에 대해 먼저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본 연구의 

초점에 따라 평가내용(지표)을 중심으로 하되 분석결과 평가내용의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평가시행을 위해 평가주체 및 평가절차를 제안하기 위해 현행의 평가

주체와 평가절차에 대해 먼저 파악하였다. 
둘째 현황파악결과 현행 평가제도가 각 기 명칭은 달리하고 있으나 그 속에 

내포되어있는 평가내용의 유사성의 개연성을 도출하고 만약 그렇다면 제기될 

수 있는 중복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평가 통합의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 연

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셋째 이들 평가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평가내용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

저 각 각의 평가에 포함되어있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분석을 시도함과 

동시에 각 각의 평가제도관련 법률들을 검토함으로써 각 평가제도간의 상호관

계구도를 확립하였다. 
넷째 이렇게 확립된 관련개념과 관계구도하에서 각 각의 평가모형에 포함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현행의 평가제도하에서의 평가

내용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모형의 일원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모형의 통합에 따라 실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현행

의 평가주체와 절차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시행체계를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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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평가 현황: 유형 및 모형

1. 정보화수준평가 

1) 평가 개요

행정기관의 정보화수준평가는 2000년도에 정보화추진위원회 주관하에 시행하

면서 제도화되었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0). 1997년도에 처음 정보화평가가 제

도화되던 당시에는 정책평가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정보화

정책의 성과로서 기관 자체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개관적인 진단 및 처방의 필

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목적 하에 수준평가가 추가되었다(정
보화평가위원회, 2000a). 이 후 행정기관내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되면

서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심사평가의 기관운영 혁신노력 평가에 전자

정부구현정도가 포함되게 되었고 이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정보화

수준평가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2002년도부터는 정보화수준평가

를 심사평가의 기관운영 혁신노력평가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

실에서의 현재 정부업무평가와 정보화수준평가가 연계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

었고,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평가가 통합되어 정보화평

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통합되게 되었고, 이는 다시 2008년도에 오면서 정보화사

업은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에, 그리고 정보화수준은 기관역량평가에 포

함되어 집행되고 있다.1) 

2) 평가 내용

처음 정보화수준 평가 내용은 정보화수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논

의에서 출발하였다. 그 때 행정기관이 하는 일을 정책결정(policy decision 
making), (민원)서비스 제공, 행정(administration) 으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기능

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화된 정도를 행정기관의 정보화 수준으로 정립하

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00년도 정보화수준평가지표는 전자적 민의수렴, 전자민

원, 전자행정으로 설정하게 되었다(정보화평가위원회, 2000).2)  

1) 2006년도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던 정보화평가가 정부업무평가의 자체평가에 

통합되면서 평가체계가 한번 정립되었고, 이는 다시 2008년에 오면서 정보화수준평가

가 포함된 기관역량평가부분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게 되

었다(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8). 

2)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정보화와 관련되는 지표가 ‘전자적 민의수렴’으로 설정된 것은,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여 결정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민의를 수렴하는 데 있어서 정보기술의 활용정도’의 의미로서 전자적 

민의수렴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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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7년까지 평가를 시행하는 가운데 매년 정보화수준을 설정하는 틀이 

약간씩 변화하게 되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거의 유사하게 정보화비전과 

전략, 정보화활용-전자적 민의수렴, 전자민원, 전자행정, 정보화기반으로 설정하

였다(정보화평가위원회, 2001-2002). 이는 2000년도와 비교할 때 2000년도의 대

분류항목은 모두 포함되면서 정보화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보화기반에 대한 부

분이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수준에 있어 기관장 혹은 정보화책임관(CIO)
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정보화수준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화기

반으로서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예산, 인력, 설비 등의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는 데에서 기인한다. 
2003년도부터는 세부 측정항목상으로는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나 행정기관내 

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식정보자원관리역량부분이 대

폭 강화되고 정보화를 통한 궁극적인 목적인 조직혁신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와 조직내 평가 및 성과관리에 대한 지표가 추가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이다. 이
에 따라 지표의 체계와 명칭에 있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정보화수준이라는 개

념을 기관의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3년도, 2004년
도에는 정보화기반역량, 지식정보자원역량, 조직혁신역량, 조직구성원역량, 대국

민서비스역량으로 구분하였고, 2005년도에는 명칭만 다소 단순화하여 정보화기

반역량, 지식정보자원역량, 혁신역량, 인적역량, 서비스 역량으로 구분하였다(정
보화평가위원회, 2003-2004). 

2006년도와 2007년도 정보화부문평가의 지표는 크게 정보화사업평가(공통지

표)와 정보화수준평가(특성지표)로 구분되었는데 2007년도 정보화수준평가지표

에 정보화추진의지 및 역량 수준, 정보보호 수준,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관리 

활용 수준, 지식정보 제공･관리 수준,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 정도가 

포함되었다(국무조정실, 2007: 56-57). 그리고 이는 다시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서 다소 변경되어 정보화부문에서는 정보화사업은 재정사업평가부문

에, 정보화수준평가는 기관역량평가부문에 포함되게 되었다(국무총리실, 정부업

무평가위원회, 2008).3) 그리고 정보화수준평가의 구체적인 측정항목도 그 지표

체계상 대폭 단순화되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지표상 나타난 변화를 간략히 보면, 우선 지표가 

많이 단순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6년도에 포함되어있던 내용들이 

2008년도로 오면서 정부업무평가의 다른 영역인 조직이나 인사관리 혹은 변화

관리 등에서도 중복적으로 측정되어짐에 따라 그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

3)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중 자체평가 영역을 

기존의 주요정책, 재정사업, 조직, 인사, 정보화 등 5개 부문을 3개 부문인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으로 조정하였다(국무총리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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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많이 흡수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자정부의 목표나 본질에 비추

어볼 때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볼 수 있다. 즉 전자정부란 정보기술 그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 조직이나 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변화관리 혹은 혁신관리노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부문의 역량이 결국 전자정부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초기 전자정부 성과부문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점

차 정부부문 다른 영역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정보화수준 평가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의 지적(윤상오, 2002)에도 불구하

고 평가를 통해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조직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방향으

로 전자정부 정책이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한국전산원, 2005: 184-187). 그렇게 정부부문 다른 영역과

의 상호관련성 때문에 정보화수준평가모형에서 배제된 항목들을 제외하고 현재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리더십과 정보보호, 그
리고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 및 활용수준으로 요약된다. 이는 뒤에 상술할 정보

기술아키텍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결국 최근 정

보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의 개념과 매우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갖는 모형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시행되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화수준평가의 내용상에 전환점

을 맞게 되었고, 그 핵심은 정보화수준평가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고려한 평가

지표로 점차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4) 2006년도 이전, 즉 2000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의 정보화수준평가지표에서도 정보기

술아키텍처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0년도에는 정보공

동활용 지표가, 2001년도에는 정보공동활용정도 지표 및 전자결재와 핵심업무시스템

의 통합수준 지표가, 2002년도에는 시스템 통합정도 및 활용도 지표와 시스템 상호운

용성 지표가, 2003년도에는 기관내/기관간 업무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현황 지표가, 
2004년도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과의 상호운용성 수준 지표가 각 각 포함되어 평가

되었다(정보화평가위원회, 2000-2004). 이들 정보공동활용, 시스템통합, 시스템 상호운

용성 등의 개념이 바로 오늘날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개념의 핵심내용으로서 법률 제정 

이전부터 정보화수준과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중요성이 감지되

었고 정보화수준의 핵심내용으로서 매년 누락되지 않고 지표로 포함되어 평가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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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보화수준평가 내용 및 지표(2006-2008)

2006 2007 2008

CIO, CEO의 정보화 

추진의지 정보화추진의지  역량 수 정보화추진의지  역량수

정보화조직,인력 역량 수

정보보호 수 정보보호 수 정보보호 수

정보자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리,활용수

정보자원  정보시스템 

리,활용수

정보자원  정보시스템 

리,활용 수

홈페이지 운  수

지식정보 제공, 리 수SW공공구매 신 수

지식정보 리수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 정도

정보화를 통한 업무, 서비스 

개선 정도

2.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성과분석

1) 평가 개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문서작업의 과중함이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중복작업의 악순환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 내 모든 

정보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자원관리의 도입을 제안하게 

되었다(정명주, 이유택, 2002: 3). 이 후 미국은 문서작업감축법(PRA: Paperwork 
Reduction Act), 정부성과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 Act), 정보

기술관리개혁법(ITMRA: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등 관

련법령의 제･개정을 통해서 행정관리와 정보자원관리의 통합관리 원칙 하에서 

지속적으로 정보자원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관리개혁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OMB가 이를 총괄하

고 있다(OMB, M-97-16).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부부문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

되기 시작하면서 행정기관업무의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시스템의 규

모와 복잡성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7
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정보자원조사를 통해 전산실 및 기반시설, 네트워크, 
서버, PC, 정보보호 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활용서비스, 예산, 정보화인력 및 교

육, 정보화사업 및 지침, 응용자원관리 등과 같은 정보자원에 대해 국가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5)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5) 조사가 시행된 이후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매년 약간씩의 변동이 있었는데 본 항목은 

2006년도에 시행한 자원조사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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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론으로서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기관내 자원현황에 대한 단순한 

실태 파악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정보화투자는 

급증하여 기관내 정보시스템 도입율은 확대일로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효

율성이나 대민 서비스 개선 효과의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정보통신부, 2006; 행정자치부 2006a). 또한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정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중복투자나 자원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각

종 정보화사업을 통하여 도입된 각기 다른 기종의 시스템간 연계에 대한 필요

성도 대두되었다(한국전산원, 2002; 정보통신부, 2006; 행정자치부, 2006a).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혁신과 

연계된 정보시스템 통합 추진전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에서 각 기관의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어 2005년도와 2006년에 걸쳐 정보기술 아키텍처 참조모형을 개발하고, 정보

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등 관련 지침 등을 제정,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정

보기술 아키텍처 관련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기관들이 정보

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더불어 각 기관의 아키텍처의 도입･

운영 성과를 측정,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숙도를 측정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측정대상은 2007년 11월 현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 중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앙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34개 기관과 기타공공기

관 29개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부서 및 그에 준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사전 준비, 자체 측정, 방문측정, 설문분석 및 

보고서 작성의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평가기간은 총 5주간이 소요되었다(한국

정보사회진흥원, 2007b). 

2) 평가 내용

우리나라는 2008년 이전까지 대상기관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정보통신부

로 관할이 이원화되어있음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을, 정보통신부에서는 기타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을 각기 2006년도와 2007년
에 걸쳐 개발하였다.

선진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모델은 주로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의 CMM모델을 근간으로 목적에 따라 모델의 구성과 속성을 다양하게 개발, 활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미국 OMB(Office of Management and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분석 모형을 활용한 정보화 수준평가 제도화 방안 ∙ 271

Budget)의 Enterprise Architecture Assessment Framework 2.0(OMB, 2005)을 참고로 

개발하였다.6) 정보통신부에서 개발한 성숙도모형에서는 관리, 수립, 활용등 3개 

측정영역에 대해 총 16개 세부측정역량으로 구성하고 성숙도 단계는 5단계로 

정의하고 있다(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6).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성숙도 

모델은 CMMI의 단계를 준용하여 개발되었는데 도입기반(EA투입), 아키텍처산

출물(EA산출), 정착기반(EA관리), 활용능력(EA활용) 등 4개 측정영역에 대해 총 

15개 세부측정역량으로 구성하고 성숙도 단계는 5단계로 정의하고 있다(행정자

치부, 2006a).
2007년도 조사에서는 기존의 정보통신부에서 개발한 정보기술 성숙도 모형과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성숙도 모형을 종합 분석하여 통합성숙도모형을 개발하

였다. 통합성숙도모델은 성숙도 단계를 5단계로 설정하였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의 3가지 영역인 관리영역, 수립영역, 활용영역 각각에 대해 정의하였고, 각 각

의 영역별로 세부역량을 정의하여 총 16개 세부영역에 대해 성숙도 모델이 정

의되었다.

<표 2> 정보기술아키텍처 통합 성숙도 모델의 측정 영역과 영역별 세부역량

구분 역별 정의 역별 세부 측정 역량

리
아키텍처 수립을 한 기반자원  지속 인 

아키텍처 운용을 한 지원활동 역

정책  산

조직

차

산출물

변화 리

수립
아키텍처 활동결과 구축된 각 아키텍처와 

이행 략 산출물 역

성과아키텍처

업무아키텍처

데이터아키텍처

응용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

보안아키텍처

이행 략

활용
아키텍처 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 

역

IT 거버 스

정보화 산기획

정보화사업향상

업무  서비스 개선

출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b: 23

그리고 이들 각 영역에 대해 모두 5단계로 성숙도 단계를 설정하였는데 단계

의 명칭은 영역별로 각기 달리 설정하였다. 이들은 다음 <표 3>과 같다.7)

6) 이 EA Assessment Framework는 2004년 10월 1.0버전, 2005년 5월에는 1.5버전, 그리고 

2005년 12월에 2.0버전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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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보기술아키텍처 통합 성숙도모델 영역별 정의와 성숙도 단계

리

역량

구분
역 단계별 정의

성숙도 단계

1 인식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리하기 한 체계(조직, 역할  책임, 리

차, 정책, 산출물 리, 변화 리 등)의 필요성이 인식됨

2 정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리체계가 정의됨

3 수립/운 정보기술 아키텍처 리체계가 수립되어 운 됨

4 개선/확장
정보기술아키텍처와 타 역과의 연계 운 을 통해 아키텍처 리 역

량이 개선되고 조직 체에 확산됨

5 최 화
정보기술 아키텍처 리체계는 지속 인 운 을 통해 최 화되고 

신의 주요 동인이 됨

수립

역량

구분
역 단계별 정의

성숙도 단계

1 도입 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을 비하기 해 행 업무  정보기술이 

분석됨

2 기 수립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을 한 방법  행 정보기술 아키텍처 

필수산출물을 보유함

-개별 아키텍처 산출물은 타 아키텍처 산출물과 유기 으로 연계됨

3 목표정립
-핵심 분야에 한 목표 정보기술 아키텍처 필수산출물을 보유함

-기 의 참조모델은 범정부 참조모델과 연계되어 구성됨

4 통합 리

-아키텍처 산출물을 통합 으로 운 하여 업무  정보시스템 등의 

재활용  복을 식별함

-아키텍처 보조 산출물을 보유함

5 최 화
정보기술 아키텍처 산출물은 지속 으로 개선되어 아키텍처가 최

화됨

활용

역량

구분
역 단계별 정의

성숙도 단계

1 인식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활용한 업무개선  정보화사업 향상을 인식하

고 있음

2 기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기 한 계획  성과지표가 수립되

고 업무개선  정보화사업 향상을 하 활용 차가 정의됨

3 용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가 조직에 되어 업무개선  정보화사업 

향상에 용됨

4 확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는 조직 내외부로 확산되어 업무개선  정보

화사업이 향상되고 있음

5 최 화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업무 개선  정보화사업 향상을 해 지속 으

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업무  정보화가 최 화되고 있음

출처: 정보사회진흥원, 2007b: 25, 37, 63의 표를 종합하여 재구성

이 모형은 대분류체계는 관리, 수립, 활용역량으로서 정보통신부의 성숙도 모

형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기반, 산출, 관리, 활용영

역내 세부 측정항목은 대부분 포함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7) 통합 성숙도모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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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이 성숙도 모형에는 협의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수준뿐만 아니

라 조직 전체의 업무 및 성과와의 연계성을 갖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성

숙도 모형이니만큼 그에 대한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지원역량이라 할 수 있는 

수립역량내에서의 ‘조직’역량‘, ‘정책 및 예산 역량’등의 세부 측정 내용이 포함

되어 있고, 최종적인 성과와 연계되는 활용역량이 포함되어 있는 매우 포괄적인 

모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2. 행정정보자원관리 성과 분석

1) 평가 개요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와 거의 동시에 정부정보자원관리라

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정책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06년도에 

정부 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Government-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Process Framework: G-IRMPF)를 개발하게 되었다. 

전자정부법 제46조에서는 전자정부사업의 종합평가로서 행정기관의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성과와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자원 관리 성과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6년도에 개발한 G-IRMPF를 토대로 

개발한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모델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몇 개 기관을 상대로 

시행한 바 있다. 

2) 평가 내용

G-IRMPF는 각 정부기관들이 정보자원관리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참조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프로세스 정의서, 프로세스 적용 가이드, 성숙

도 모델 지침서 및 요약서로 구성된 문서체계이다(행정자치부, 2006b). G-IRMPF
는 정보자원관리활동주기인 전략수립, 구축, 운영, 평가를 고려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총 9개 영역, 36개 프로세스로 구성되었다.8) 

8) G-IRMPF는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체계이므로 <그림 1>의 프로세스는 모두 정보화 정

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프로세스이다. 그런데 몇 몇 용어들은 다소간의 혼란

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프로세스 중 ‘성과관리’프로세스

는 조직 전체의 성과관리가 아니라 ‘정보화 성과관리’이고, ‘투자 및 예산관리’는 ‘정
보화 투자 및 예산관리’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 외에도 모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나 서비스는 모두 정보화사업 혹은 정보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

다. 



274 ∙ 행정논총(제46권3호)

<그림 1> 정부정보자원관리프로세스프레임웍(G-IRMPF) 구성도

출처: 행정자치부, 2006b: 163.

이에 따라 성숙도 모형은, 먼저 성숙단계를 설정하고, G-IRMPF에서 개발한 

36개 프로세스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행정자치부, 2006d). 성숙단

계는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for Integration)의 단계를 준용하여 인식, 
기반, 정의, 관리, 최적화 등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9) 그런데 이들 36개 프로세

스에 <그림 1>에서 보면 ‘EA관리’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EA관
리’프로세스에 대한 측정은 앞서 언급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EA성숙도모형’
에 의거하여 진단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행정

자치부, 2006c; 행정자치부 2006d). 

9) ‘성숙도(maturity)’개념은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서 개발된 CMM(Capability Maturity 
Model: 역량성숙모델)에서 나온 용어로서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의 품질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한 툴로 사용된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정보시스템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수준을 일컫는 말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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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부정보자원관리프로세스 중 ‘EA관리’ 프로세스 측정영역 및 측정요소

측정 역 측정요소 내용

도입기반

(EA투입)

지원
･ EA도입, 구축, 운 , 활용의 반 인 활동에 해 의사결정층이 지

원하고 참여하고 있다.

방침
･ EA방침이 EA의 생명주기에 따라 리 요구사항을 반 하여 문서화 

되어 있다.

인력

･ EA도입, 구축, 운 , 활용을 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책임과 역

할을 정의하고 있다.

･ EA를 해 필요한 인력의 양성(교육훈련)을 지속 으로 시행하고 있

다.

･ 사 으로 EA에 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아키텍처의 리에 참여

하고 있다.

산 ･ EA도입, 구축, 운 , 활용을 한 한 산을 확보하고 있다.

아키텍처

산출물

(EA산출)

아키텍처

･ 사 인 행(As-Is)  목표(To-Be)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통합

으로 리하고 있다.

･ 업무  IT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키텍처의 행화가 지속 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 EA를 통해 략, 업무, 기술을 하나로 연계하고 있다.

환계획

･ 환계획의 수립을 통해 목표아키텍처를 달성하기 한 로젝트 혹

은 로그램을 정의하고 있으며, 투자 리  성과 리와 연계하고 

있다.

정착기반

(EA 리)

아키텍처

로세스

･ 아키텍처(구축) 로세스를 정의하여 사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업

무  정보화 활동과 연계하고 있다.

변경/

형상 리

･ 아키텍처 산출물들을 지속 으로 변경 리하고 있으며, 산출물간 정

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표 리
･ EA 구축  운 을 한 표 이 수립되어 있고, 표 을 수하여 아

키텍처를 구축하고 리하고 있다.

품질 리
･ EA효과를 극 화하기 한 아키텍처 품질을 측정하고 개선하고 있

다.

자동화

시스템

･ 아키텍처가 표 화된 EA도구로 작성되고 있으며, EA산출물을 장

하고 리할 리 지토리를 확보하고 있다.

･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아키텍처가 공유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재사용

성을 높이고 있다.

변화 리 ･ EA의 올바른 수행과 정착을 해 변화 리를 수행하고 있다.

활용능력

(EA활용)

투자 리
･ IT투자를 략과 업무에 연계시키기 해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투자

리활동을 EA활동과 연계시키고 있다.

성과 리
･ 성과괸리활동을 EA와 연계하고 있으며, 업무의 추 성을 확보하고 

있다.

IT구축/

운
･ IT구축/운 을 한 EA 수사항을 정의하고 따르고 있다.

출처: 행정자치부, 2006c: 10-11. 

성숙도 측정은 각 기관별 담당자들이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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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프로세스별로 측정도구가 주어져서 각 업무담당자들이 실행을 하고 결과

는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와서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자원관리성숙도 모델은 위의 G-IRMPF에 포함된 36개 모든 프로세스

에 대해 행해지고 각 프로세스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고안되어 있는 측정도

구를 활용하여 4개의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내용을 토대로 측정을 하는 것이어

서 매우 방대한 형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다. 

Ⅲ. 연구 문제 제기 

1. 관련용어의 혼용: 평가내용의 유사성에 따른 평가통합의 필요성 제기

정보화정책은 모든 행정기관들이 각기 정보화정책을 추진하고, 하나의 정책

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고도의 조정력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10) 이러한 정보화정책의 다부처 혹은 범부처적 특성으로 인해 정보화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기관간 경쟁 및 갈등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박경효외, 1998; 강성주, 2005; 윤상오, 2005; 정명주, 2000). 특히 이러

한 갈등 양상은 2004년도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화정책소관이 정리되

면서 전자정부정책을 관할하게 된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자치부)와 기타 정보화

정책을 관할하게 된 정보통신부(현재 폐지)간에 관할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그러한 분리와 관련하여 용어의 미확립과 구분범위의 모호함으로 인

해 정보화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할기관의 갈등뿐만 아니라 대상기관

으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11) 이러한 혼란은 정보화평가 부분

10) 이를 박경효외(1998)에서는 ‘다조직적 구조하에서의 분산된 집행구조’라는 용어로 관

련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11) 관할이 분리되기 전에는 다수의 부처들이 정보화정책에 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

호 소관사항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집행과정상에서 많은 문제점

들이 노정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주로 보고되었고, 관할이 분리되고 난 후에

는 ‘전자정부’정책과 ‘정보화’정책의 범위간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두고 주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간에 관련 정책의 정책대상집단을 정하는 부분 

등에서 갈등이 초래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서는 정보통신부가 관여하는 등으로 정립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관련 법률도 이원화

되어 정보화정책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주축이 되어 정보통신부가 소관하

는 법률의 형태로 입법화되고, 전자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이 주축이 되어 

행정자치부가 소관하는 법률의 형태로 입법화되어 추진되는 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은 정책인데 관할기관이 다름으로 해서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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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1997년도에 제도화된 정보화평가는 처음에는 정

보화추진위원회체계하에서 정보통신부가 실무위원회 간사기관으로서 평가제도

를 주관하였으나 이는 점차 관할권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등이 정보

획득이나 정보화영역에 대한 개입을 통한 정책영토 확장을 꾀하면서 평가제도

에 관여하게 되고 이러한 관여는 각기 소관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에 기반한 

평가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12) 이에 따라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각 각 정립하여 이를 

법제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평가체계의 다기화가 초래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의 대상이 되는 정보화수준평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보

화추진위원회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분석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정보자원관리 성과분석은 전자정

부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각 각 추진하는 것으로 정립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도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게 되었는데 

본 법에서의 기본 원칙은 내용상 유사한 평가가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시행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평가는 통합하는 것으로 정해짐에 따라 당시까지 

유사평가가 이름만 달리한 채 시행되고 있는 평가체계가 정리되는 계기를 마련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평가는 이를 통합하고자 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통합되지 않은 채 국무조정실에서는 종전의 정보화추진위원회체계내

에서의 정보화 평가 중 정보화사업평가는 주요정책과제평가로, 정보화수준평가

는 기관역량평가에 포함시켜 정보화수준평가의 형식으로 시행하고, 행정자치부

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분석과 정보자원관리 

성과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하여 각 각 시행하는 등 유사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왜 정보화분야에 있어서의 이들 유사평가들이 아직도 정립되지 못한 

채 각 각 시행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처음 정보화수준평가가 시행된 이후 정

보기술 아키텍처의 개념과 정보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위한 평

가제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이들간에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 소관기관의 정책영역확장을 앞세운 논리에 따라 제 각 각 모호한 개념을 토

대로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 관련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금까지도 분명하

게 정립이 되지 못한 채 평가제도가 존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업

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본 법에서는 통합의 원칙과 그 범위에 대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12) 평가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정명주

(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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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정보화관련 법률들에 의거하여 각 각 개

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분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방법 및 그 체

계에 대해 명시하지 못함으로서 소관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평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각 각은 각 기 명칭만 달리하고 

있을 뿐 동일한 평가주체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평가하면서 정책중복이라는 문

제를 피하기 위해 명칭을 달리하면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측정방법론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가 내용에 있어 상호관련성과 유사성의 정도가 매

우 높아 평가의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각 평가간의 용어혼용과 평가내용의 유사성의 주된 요인으로서 각 각의 평가제

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점에 착안하였다. 그리

하여 우선 각 평가와 관련하여 주요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개념분석을 함으로써 

각 각의 평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확립하고 이어 관련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각 각의 평가제도가 상호 어떠한 구도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정립과 관계구도하에서 각 각의 평가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내용들을 다시 상호 비교 검토하여 평가내용의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통합방안으로서 평가모형의 일원화와 그에 따른 평가주체와 평가절

차의 정비방안을 포함한 평가시행체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의 배경이 되는 평가통합의 근거로

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관련내용에 대해 먼저 간략히 살펴본다. 

2. 정보화부문평가 통합의 법적 근거-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정신13)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군사정부’가 심사분석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평

가기능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8년 4월 15일 국무

총리 국무조정실이 개별정책 단위의 심사평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5774호)을 전면 개정하여 기

관단위의 종합평가인 기관평가제를 도입하였다. 그 뒤 2001년 1월 8일 ‘정부업

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여 기관평가의 법적 장치를 확고히 하

였고(김현구, 2003:58), 이어 2006년 3월 24일 기존의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

본법’을 대체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기관평가를 포

함하여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평가제

도의 기본적인 틀을 새로이 구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개별법령에 의해 이루

13)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관련하여 본 법의 취지와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는 정명주

(2007)에서 상세히 논의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이의 일부를 인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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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 둘째는 

소관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셋째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이창수, 2005:1) 이 중 첫 번째 해당되는 

각종 평가제도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본 연구의 주제인데 그 내용은 법제3조 

통합적 정부업부평가제도의 구축 조항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법제3조의 1항에서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

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
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업무의 특성, 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통합평가의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상호 연계 없이 중복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던 평가를 본 법의 제정에 

따라 정부업무평가라는 전체 체제내에 통합되어 운영되도록 하는 체계가 형성

되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정신에 담긴 통합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중복평가에서 오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피평가기관들로 하여금 평가업

무부담에서 오는 행정피로를 덜기 위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평

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의 의미

는 특히 실무적으로 봤을 때 평가시행과 관련된 계획과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

원회에 보고되고 검토되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반드시 정부업

무평가체계에서 실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평가제도간에 조정

하여 실제 평가를 어떤 체제에서 시행하더라도 그 시작(계획)과 종결(보고)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도록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관련개념 정립 및 평가간 관계구도 확립

1. 개념 정립

정보자원이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면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 기



280 ∙ 행정논총(제46권3호)

술, 인력 및 자금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행정정보자원이라 함은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 가공, 검색이 용이하게 구축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보자원관리라 

함은 행정안전부가 2006년도에 발간한 ‘정보자원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정부기

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14) 
우리의 경우 ‘정보자원’ 혹은 ‘행정정보자원’ 등으로 혼용되었는데 이는 우리나

라 정보화 관할기관의 변동에 기인하고 있다. 즉 과거 정보통신부가 존치하고 

있었을 때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담당함에 따라 

전자의 경우 ‘행정정보자원’이라는 용어를,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관관할을 명백히 하고자 함에 기인하고 있다. 2008년 정

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정보화’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행정정보

자원’과 ‘정보자원’이라는 용어간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짐으로써 ‘정보자원’이라

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15) 그리고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

(management)는 정보자원의 주기(착수(initiation), 개발(development), 운영

(operation), 종결(termination))에 따라 계획 및 조직(planning), 도입 및 구축

(budgeting), 운영 및 지원(manipulating), 평가(controlling) 활동으로 구성된다

(Circular A-130).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기

술 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

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

한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6)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건축물의 설계도와 

14) 이러한 개념은 미국의 CIRCULAR NO. A-130(Transmittal Memorandum No. 4) 의 6조 

개념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우 이를 

근거로 개념이 정립된 것이다. 

15) 정보화기능이 일원화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대상기관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16)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었던 바, 과거 정보통신

부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로, 행정자치부는 EA(Enterprise 
Architecture)로 사용하였다. 당시 ITA를 주장하는 입장은 ITA가 EA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 ‘enterprise'라는 단어는 ’기업‘으로 주로 해석되어 공공부문에의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정보통신부 직제 제11조22에 이미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라
는 영문단어가 명시된 점을 고려하여 ITA가 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이고, EA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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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즉 조직전체 관점의 정보화 종합설계(아키텍처)로서 업

무(Busines)와 IT(응용, 데이터, 기술 등)의 현황과 계획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체계화한 것이다(정보통신부, 2006). 따라서 EA는 각 기관들의 상호운

용성(interoperability) 촉진, 개방체계(open system), 공공접근(public access), 사용자

만족도(end user satisfaction), IT보안(IT security)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방향과 

원칙 및 목표를 정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각 기관의 EA가 각기 다

른 이기종 네트웍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는 방향으

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Circular A-130).
조직이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수립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기술 아키

텍처의 비전이 먼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비전이란 정

보기술 아키텍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최상위 수준의 지

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EA비전과 함께 현재 조직의 아키텍처의 수준을 나

타내는 현행(current) 아키텍처와 향후 변화와 혁신과정을 거쳐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의 목표(target) 아키텍처를 포함하게 된다. 즉 EA는 현행 아키텍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목표환경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실행킬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업무와 시스템 규격을 표준화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 틀(Architecture framework)
로서의 아키텍처 참조모델(reference model)이 존재하게 된다. 참조모형은 정보기

술 아키텍처의 일관성, 재사용성, 상호운용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

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

한 것이다(정보통신부, 2006). 이러한 참조모형은 2006년 9월 고시되었는데 현재

는 총 5종이 개발되어 있다. 이 5종은 기술참조모델(technology reference model: 
TRM), 데이터참조모델(data reference model: DRM), 서비스참조모델(service 
reference model: SRM), 업무참조모델(business reference model: BRM)과 성과참조

하는 입장은 ITA란 기술아키텍처를 토대로 한 기술표준화 노력으로 이해되기 쉽고 

이런 기술중심적 접근으로는 정보화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 이러한 용어사용을 둘러싼 혼란은 이론적 논쟁의 성

격도 있지만 당시 정보화 정책에 있어서의 두 개 총괄기관간의 정책적 선점을 둘러

싼 정치적 성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총괄기관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됨

으로써 이러한 용어사용에 대한 논쟁의 의미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논쟁을 통한 개념정립은 별도의 연구과제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라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되 영문으

로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 직제가 없어지고, 미국의 경우도 ITA에서 

EA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OMB, 2005; IED, 2005)을 고려하여 EA를 사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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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 이 해당된다. 
기술참조모델은 정보시스템에서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

술 및 표준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이다. 데이터참조모델은 데이터 표준화 및 

재사용과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류하고 표준 데이터구조를 

정의한 체계이다. 서비스참조모델은 응용서비스의 재활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응용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응용서비스를 분류하고 정

의한 체계이다. 업무참조모델은 업무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분류하

고 정의한 체계이다17). 성과참조모델은 정보화 성과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

과요소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이다. 즉 각 기관은 기관의 EA 비전과 참조모

형에 따라 현행아키텍처를 목표아키텍처로 이행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평가간 관계구도 확립

1)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정보자원관리와의 관계: 

   정보기술아키텍처기반의 정보자원관리

이와 같이 정보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행

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들이 병행해서 추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어간의 혼용현상과 개념상의 모호함이 발생

하게 된 점도 발견된다.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정보자원관리프로세스프레

임웍의 36개 프로세스에 EA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정

보자원관리라는 용어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

고 구체적으로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참조모형, 관련지침, 지원시스템

(GITAMS18))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자원관리와 정보기술아키

텍처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직내에는 정보자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정보자원들은 조직내 다양한 (IT관련)조직 활동(G-IRMPF
에 포함되어 있는 36개 프로세스들)에 관여되면서 운용된다. 그리고 정보기술아

키텍처는 정보자원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 등을 포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

하는 것이고 정보자원을 관리하고자 할 때 관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정보기술

아키텍처이다. 즉 정보자원을 관리하되 정보자원을 포함한 조직전체의 정보기술

과 업무, 성과간의 연관성을 포함한 정보기술아키텍처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칙

과 표준를 토대로 구체적인 활동(계획, 구축, 운영, 평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17) 우리나라의 경우 BRM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정부기능연계모델을 활용한다.

18)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으로서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분

석,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이를 운영하여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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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할 수 있다. 즉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의 정보자원관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19).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정보기술아키텍처기반의 정보자원관리활동

종합하면, 정보자원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한 구성요소이고, 이러한 정보자원

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자원과 더불어 조직전체업무, 조직전체성과 등과

의 연계구도하에 관리 되고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하여 자원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게 된다. 

2)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정보화수준평가간의 관계

먼저 전자정부법 제46조에서 행정안전부는 성과평가를 위해 전자정부사업을 

종합평가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사업의 종합평가에는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성과와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자원관리 성과가 포함된다. 즉 전자정부 성과평

가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평가와 행정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로 구성된

19) 이는 2006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정보자원관리메뉴얼과 2007년도에 개발한 

정보자원관리능력 진단체계 보고서에서도 같은 관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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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서 개발한 G-IRMPF를 기반으로 개발한 성숙도모델에 의거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실태 및 그 추진성과를 분석하도

록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에 의해 측정된

다. 그런데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평가와의 관

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자원관리활동에 있어 정보기술아키텍처가 그 

기준 혹은 기반이 된다. 그리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평가에는 정보기술아

키텍처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립역량, 관리역량, 활용역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가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앞서 보았다. 
그리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는 이들 모두가 포함되게 되어 전자정

부법 제46조의 내용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의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축한다는 원칙

을 규정하고 본법시행령에서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주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종합평가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를 포함시켰다.20) 그리고 2008년도에 새로이 수립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

획에 의거하면, 기관역량평가에 포함되는 정보화수준평가의 내용이 정보화추진

의지 및 역량 수준, 정보보호수준 그리고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

준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 활용 

수준은 앞서 살펴본 정보자원관리진단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2008년도에 정부조직법이 개편되

면서 정보화관련기능 및 소관부처가 재정립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중요한 

변화는 ‘정보화’의 의미 및 범위와 ‘전자정부’의 의미 및 범위간의 구분이 모호

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 내용상 구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함으로써 평가의 범주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화 사업’
과 ‘전자정부 사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행정

기관의 정보화 수준’이란 것은 당초 정보화에 대한 기능과 소관부처가 이원화

되어 있었을 때에도 ‘전자정부 수준’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고, 개편이후 

현재도 ‘대상을 행정기관으로 하는 정보화 수준’이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다. 

20)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한 정부업무평가체계가 2008년도에 다소 변경되었는데 정

보화부문의 경우 정보화사업은 재정사업부문에서, 정보화수준은 기관역량평가부문에

서 각 각 측정하는 것으로 재정비되었다(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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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용어와 상호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3>과 같

다.

<그림 3> 정부업무평가, 정보자원관리진단, 정보화수준평가 그리고 

정보기술아키텍처와의 관계  

Ⅴ. 평가의 통합 방안

앞서 검토한 개념간의 상호 연관성과 함께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서 각 평가

들이 제도적으로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수준평가에 통합된 정보자원관리의 기준이 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모형

과 정보화수준평가 모형의 내용을 상호비교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최근의 정보

화수준평가연구의 경향성을 분석한 후 통합평가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통합평가모형의 제안

먼저 각 각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 평가지표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정보화수준평가의 지표는 <표 1>에서와 같이 3가지이다. 먼저 정보화추진의

지 및 역량수준이다. 이는 조직의 최고의사결정책임자 혹은 정보화책임관의 정

보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의 수준 혹은 역량을 포함한 조직 전체의 정보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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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역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표 2>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통합성숙도 모형

에 대비하면 관리 영역의 세부역량내용인 조직에 대한 평가지표와 활용영역의 

세부 역량내용인 IT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지표와 매핑된다.21) 두 번째 정보화수

준평가의 정보보호수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형의 수립영역의 세부 역

량영역인 보안아키텍처에 대한 평가지표와 매핑된다. 세 번째 정보화수준평가의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준은 정보자원관리 성과와 정보기술아키

텍처 관리, 활용 수준과 개념상 동일한 내용이다. 즉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형에 정보화수준평가의 정보화추진의지 및 역량수준과 정보보호수준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형에는 정보화수준평가

영역외 <표 2>에서와 같이 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기술아

키텍처 성숙도 모형이 정보화수준평가 영역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체계 자체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

이 비전, 참조모형, 현행 아키텍처, 목표 아키텍처, 전환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정도 즉 성숙도를 측정하는 모형은 관리활동까지 포함함

으로 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자체의 체계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 3> 중에서 정보화수

준만을 별도로 다음 <그림 4>와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21) 관리영역의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질의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필요성이 최

고 책임자에게 인식되었는가,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조직 필요성이 인식되었는가, 정
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에 준한 아키텍처 조직이 구성되었는가, 정보기술아키텍

처 조직구성원은 정의된 역할을 수행했는가,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직의 활동은 정례화

되고 기록 관리되었는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조직은 정보화 부서 뿐 아니라 업무

부서의 참여로 구성되었는가,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조직은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정보기술아키테처 전담조직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되어 최적화되었는가 등

이다. 그리고 IT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질의는 IT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인식되

었는가, IT거버넌스를 위한 전략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 IT거버넌스 프레

임워크가 정립되었는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의 IT거버넌스가 시범운영되었는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통합 IT거버넌스가 운영되었는가, 전사적 성과에 기반하여 IT
거버넌스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최적화되었는가 등이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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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보자원, EA, 정보화수준과 그 각 각의 평가 영역간의 관계

정보기술 아키텍처와 정보화수준과의 관계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수준 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결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의 특징은 전자정부가 발전하는 데 있어 일정 단계를 거쳐 발전해나간다

는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모형(stage model 혹은 groth model)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Layne & Lee, 2001; Moon, 2002; Rao & Metts, 2003; UN, 2008; 세계은

행, 2003; Gartner Group, 2000, OECD, 2005). 
이들 연구들에서 상정하고 있는 발전단계가 그 명칭이나 단계의 수에 있어서

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22) 그리고 이들 발전단계의 근거는 전자정부가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공공서

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 제공할 수 있느냐와 같은 온라인

공공서비스제공수준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이 주목한 점은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의 제공수준은 결국 기관 간, 시스템 간에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

느냐 혹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간, 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의 확보정도

는 곧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관리되느냐와 관련이 있으

므로 각 기관들은 이제 온라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의 개발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보고하고 있다(Janssen & 
Veenstra, 2005). 그리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수준을 직접적

22) Layne & Lee(2001)는 4단계로서 catalogue, transaction, vertical integration, horizontal in-
tegration 단계를 설정하고 있고, Moon(2002)은 5단계로서 catalogue, communication, 
transaction, integration, participation을 설정하고 있고, Rao & Metts(2003)은 정부기관은 

아니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단계로서 presence, portals, transactions integration, enter-
prises integration을 설정하였으며, UN(2008)에서는 5단계로서 emerging presence, en-
hanced presence, interactive presence, transactional presence, connected presence를 설정하

고 있고, 세계은행(2003)에서는 3단계로 publish, interact, transact를 설정하였고, Gartner 
Group(2000)과 OECD(2005)는 상호 유사하게 4단계로 presence(information), interaction, 
transaction, transformation을 각 각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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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하기보다는 그러한 백오피스(back office)를 전제하면서 주로 온라인서

비스의 수준에만 주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Janssen & Veenstra(2005)는 직

접적으로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성숙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실성 있는 

전자정부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를 정보기술아키

텍처적 관점에 입각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발전단계를 5단계로서 no 
integration, one-to-one integration architecture, warehouse architecture, broker 
architecture, orchestrated architecture 등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아키텍처의 발

전 정도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성숙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평가가 시기적으로 변화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그 평가 내

용이 현재의 우리의 정보화수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한정된 활용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다 발전된 정보화수준평가 모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정보화수준이라는 개

념이 결국 최근의 이러한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개념과 수렴되어가면서 상호 밀

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보화수준평가모형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자원,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화수준간의 관계가 위와 같이 확립된다고 

할 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첫째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는 중

복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보화부문에 있어서의 모든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시행하는 기관역량평가에

서의 정보화수준평가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성과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평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복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

도 성과분석을 한 번 시행하고 시행결과 중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정보화수준평

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결과로서 활용하도록 하고, 정보자원

관리수준 평가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숙도 성과분석 결

과중 자원관리수준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결과로 수용하여 관련 정

책을 개선,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평가 시행체계 정비: 평가주체와 평가절차 재정비

정부업무평가에서 시행하는 기관역량평가에서의 정보화수준평가를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관련된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와 평가

절차 등도 함께 재정립되어야 한다. 
먼저 평가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정보자원정책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

보기술아키텍처 성과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시기에 맞추어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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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의 정보화지원과로 송부하도록 한다.23) 그리고 정보화지원과는 정부업무평

가의 기관역량평가내 정보화수준평가결과의 내용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분

석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직체계와 프로세스로 가야하는 타당성의 

근거는 체제이론적 관점에 의거한다24). 해당업무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조직은 

정부업무평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행정기관의 정보화부문 평가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지원과, 행정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분석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정보자원정책과가 있다. 각 각의 조직은 하나의 체제로서 목적을 

갖는 독자적 실체이다. 국무조정실은 상위체제 혹은 전체체제가 되고, 정보자원

정책과와 정보화지원과는 하위체제 혹은 부분체제가 된다. 이 때 전체체제(상위

체제)를 구성하는 부분체제들의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 부분체제들

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 각 하위체제들은 특정 목적을 갖는 독자적 실체로서 하나의 체제가 된다. 
체제로서의 정보자원정책과의 해당 부서 목적 달성은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기

획과 평가가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완결된 형태

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국정 전반에 걸쳐 각 각의 하위 업무체제들이 

통합되게 하기 위해 상위체제와의 연계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전체 업무차원에

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책을 총

괄하는 조직에서 이와 관련된 기획 기능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상위

체제인 정보화지원과를 통해 최상위체제인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전반에 대한 통

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 평가결과는 공유하는 기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결 론

정보화정책은 모든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영역이다. 그러한 연유로 정책이 추

진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영역보다 많은 정책갈등과 경쟁이 발생하곤 한다. 그
런 가운데 최근 몇 년에 걸쳐 정부부문에 신공공관리론적 관리 철학이 유행처

럼 확산되면서 성과관리, 평가와 같은 기능이 강화되었다. 정보화정책영역에 있

23) 행정안전부내에 정보화지원과는 정부업무평가 중 정보화 부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고, 정보자원정책과는 정보자원관리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4) 평가기능을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체제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필자가 이미 분

석한 논문(정명주, 2007)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인용, 정리하여 제시

하였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의 논문(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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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기관갈등은 이러한 평가를 둘러싼 기능배분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정보

화부문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채 개별기관

들의 행정비용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평가나 성과관리 체계가 체

계적이지 못하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먼
저 평가의 목적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채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한 내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고, 추진조직체계와 관

련하여 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이 다기화되어 평가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절감되

고 평가를 둘러싼 권한배분의 양상을 초래함에 따라 평가를 위한 평가가 난무

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부문에 있어서의 진단, 성숙도 측정, 성과관리, 평

가와 같은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자원관리진단,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측정, 정보화수준평가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각 각의 평가체계들이 어떻게 형성

되어있고 그들간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되어있는가를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검
토결과 이들 진단 혹은 평가가 각 각의 평가체계가 내포하는 개념에 대해 명확

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상호간의 연계구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결여된 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평가됨으로

써 평가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각 

각의 평가체계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그 각각의 연계

구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보화부문에 있어서의 평가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하였다.
최근 정보화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정보화정책에 있

어서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격변

기일수록 특정정책영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추진역

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최근 정보화정책에 대한 소관부처

가 정비됨으로써 정보화평가, 나아가 정보화부문 전체에 대한 발전 방향이 적시

에 제시되길 기대하고, 더불어 보다 선진화된 정보화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전체 

정보화추진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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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Government 

Evaluation using the Enterprise Architecture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Myung Ju Chung

This study is about how to consolidate different but similar e-government 
evaluation institutions. First, the main concepts included in the evaluation institutions 
are conceptualized in depth. These includ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enterprise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level (e-government level). The structures of 
the institutions are determined after analyzing relevant acts. 

Information resource ws included in the concept of enterprise architecture (EA), 
and EA is, besides information resource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includes the 
business and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EA management was settled as a criterion 
of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Next, the relationship among e-government indicators was analyzed, followed by 
a review of the current trends of the e-government measurement model through the 
results of relevant research.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proper for the e-government 
evaluation model can be displaced by the EA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This survey proposes tha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mplement e-government evaluation and, after th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use 
evaluation results. 

【Key words: Enterprise Architecture,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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