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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was on the rise importantly to provide the efficient management process of the organization for dealing with 

the change about information and business management quickly and consistently. It was suggested with the 

architectural model on information technology to provide it in theoretically. The Federal Government and budget 

organization of the USA used it on actual business and the terms of EA (Enterprise Architecture) and are rais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NCA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of Korea published the book - “The Research 

about establishing ITA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and appling the standards". After being applied the model 

on MOGAHA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MIC(Minis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concrete case was made. MOMA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drove the leading 

model. The report ascertained the basic contents of ITA and researched the case of USA, MOGAHA, MIC, and tri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appling maritime and fisheries area. The report contained the definition of purpose through 

analyzing environment and establishing the vision and the principles based on them. The report also contained the 

contents of architecture based on the standard of NCA - “The Government Standard Meta Model version 2.0” - and 

researched the MOMAF's Reference model using Government Reference model. The report established the investment 

architecture and the proc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t management. It ascertained the characteristic of maritime 

& fisheries area and the subject of developing the MOMAF's ITA sustai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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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정보기술아키텍처에 한 이해

정부의 정보화는 1980년 에 행정 산화를 거쳐 

정보화 기틀을 마련하고 1990년 부터 분야별 정

보화의 본격  추진으로 자정부의 기반을 갖추

었다. 정부의 자정부 수  진단결과  정보화 

사업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정부 성숙5단계 

 민서비스 부분은 4단계에 이미 진입하는 등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정부 업무 

신  평가를 한 기반으로 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정부 성숙5단계  정보자원의 

통합  공동 활용 등 정보자원 리 측면의 수

은 2～3단계로 상 으로 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선진 각국의 자정부가 정보화 투자 성

과 리와 행정 신, IT생명주기 단축 등 빠른 환

경변화에 신속한 응을 해 도입하고 있는 정보

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 기에 최 의 정보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자 추진하고 있다.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업무를 지

원하는 정보시스템에 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

고, 상호운용성  재사용성을 보장하기 하여 

조직의 업무, 사용하는 정보, 이들을 지원하기 

한 정보기술 등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계를 구조 으로 정리한 체계로 정의할 수 있

다[1, 2]. [그림 1-1]은 미국 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이 2002년에 제시한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성숙

도 모델로 미국 등 자정부 선진국은 조직의 의

사결정  변화 리 수단으로 ITA를 활용하는 5

단계인 리/개선 단계인 반면 우리나라는 ITA 

임워크  리체계를 수립하는 2단계인 기반

구축이나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3단계에 머물고 있

다[24].

정보기술아키텍처에 한 미국의 CIO Council

(미국 공공기 의 CIO 회)정의는 “조직의 미션

과 이를 달성하기 한 정보, 기술, 새로운 기술의 

도입 차 등을 정의한 략 인 정보자산”이라고 

하고, 미국의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리 산처)에서는 “Enterprise Architec-

ture는 기업의 비즈니스, 리 로세스, 정보기술 

간의 계에 한 재와 목표의 명시  기록이며 

문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2, 25]. 

한, Zachman[26]은 “기업의 지식기반 구조를 

구성하는 기본 이며 설명 인 산출물들의 집합”

이라고 정의하고, Bernard[21]는 “통합된 략, 사

업  기술 에서  상태와 미래의 엔터 라이

즈를 분석하고 논리화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1. 인지

2. 기반구축

3. ITA개발

4. 완성/활용

5. 관리/개선

ITA에 의한 정보자원관리
및 투자성과관리

아키텍처 개발

ITA 프레임워크 및
관리체계 수립

ITA 인식은 하지만,
ITA 도입 계획 없음

조직의 의사결정 및 변화관리
수단으로 ITA사용

Source : GAO, EA성숙도 모델, Feb. 2002.

[그림 1-1] ITA성숙도 모델

1.2 해양수산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 

배경  목

정부는 2002년 4월 ‘정보자원실태조사’에서 정보

기술자원 리의 효율성이 낮고 체계 이지 못하다

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2003년 10월에 자정부로

드맵 과제의 하나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

입 용” 계획을 수립하 다. 로드맵의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2004년에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시범사업을 하 다. 앞서 살펴본 정보기술아키텍

처의 개념과 등장 배경의 구체  사안이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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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정보화 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2004년에 수립된 “해양수산정보 공동 활용을 한 

략계획”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해양수산 정보

의 연계와 정보 자원에 한 공유가 필요하며, 정

보기술 복투자 방지를 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한 효율 인 리체계를 마련해

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정보화 

추진시 체계 이고 통합 인 을 일 되게 가

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의 하나인 

“범정부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용” 활동의 하나

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에 해양수산부문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의 필요성과 시 성을 분명히 하여 

선도 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13, 15].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선진사례와 정부기 의 

시범구축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종합 인 해양수

산부문의 정보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선도 인 

정보기술 자원 리 체계를 수립․활용하고, 신

을 지속 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

며 정보화 투자에 한 의사 결정을 개선하는 계

기를 마련하기 한 해양수산부문의 정보기술아키

텍처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

한 자정부에 용할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완성하

는데 기여하도록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수산

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이 앙행정기 에서 

[그림 1-1] ITA성숙도 모델에서 제시하는 3단계

인 아키텍처 개발을 완료한 선도  정부기 이 된 

것을 의미하며, 다음 단계인 4단계 완성  활용의 

단계로 계속 발 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해양수산부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사례 연구는 기존에 선도사업을 추진한 행정자치

부, 정보통신부의 사례에서 시도하지 않은 사용자 

수 (CEO/CIO, 책임자, 설계자, 개발자)에 따른 

별 산출물을 개발자 수 까지 도출하여 실제 

용을 비하고 있는 사례에 한 연구로, 련

법[3]의 제정으로 도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많은 

앙행정기   공공기 에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에 참고사례로서 역할을 기 한다.

2. 선진사례 동향

2.1 해외 정보자원 리 황

미국은 1990년  부터 정보화 투자  성과

리 필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연

방정부 차원은 물론 각 부처 차원에서도 도입․활

용하여 재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단계를 넘어 

수립한 원칙  활용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캐나

다는 정부 서비스의 질  제고  최 화를 한 

필수 도구로 인식하고 연방정부차원에서 일 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IT투자와 IT 

Governance에 한 의사결정 시 연방정부 차원의 

Big Picture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상호운용성 확

보에 을 두어 정보자산 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은 IT가 정부의 업무 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략으로서 상호운용성 

임워크(e-GIF：e-Government Interoperability 

Framework)를 제시하고 고객 심의 지속  자

정부 서비스 제공을 한 방안으로서 체계 으로 

정보자원 리를 추진하고 있다[9, 10, 12].

2.2 국․내외 정보기술아키텍처 비교분석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

음과 같다. 미국의 연방정부아키텍처 FEA(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는 자정부뿐만 아니라 

미연방정부 체를 포 하는 아키텍처를 말한다. 

FEA의 구 은 FEAF(Federal Enterprise Archi-

tecture Framework)을  자정부 과제와 연

방정부의 아키텍처에 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FEAF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련정부기  간 정

보공유 진과 연방정부 산하기 들의 IT투자 

로세스 개발 등을 목 으로 가이드가 제시된 특징

이 있으며 아키텍처 용을 강제하는 데 을 

두어 아키텍처 정책이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아키텍처 모델의 이행  진화에 한 정의 

이외에도 FEAF에서 락되어 리기반에 한 

구성요소는 개별기  에서 용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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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미국의 내무부(DOI：Department of 

Interior)는 미 공공기  내에서 FEA참조모델을 

활용하여 장소(Repository)와 방법론을 개발한 

최 의 기 으로 이론 이고 학술 으로만 연구되

던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실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하 고 IT자본계획  투자 리 주기와 연계 활용

하는 특징이 있다[11, 23].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 임

워크 표 은 공공기 에서 ITA를 도입할 때 참조

할 수 있도록 표 과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 으로 만들어 졌으며 ITA와 련된 거의 모든 

항목들이 임워크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 참

조 임워크로 활용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의 

임워크의 특징은 타 행정기 으로의 확산을 

고려하여 자정부 아키텍처와 행정자치부 아키텍

처를 분리하여 구성한 것[19]이며, 범정부 표 가

이드와 참조모델을 용하되 개별기 의 특성을 

감안한 임워크 구성요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임워크의 특징은 매트릭

스 형태의 임워크와 산출물을 함께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화 투자 등 IT거버 스 부분을 운 자 

에서 기술하고 있다[7, 8].

장 으로는 임워크에 산출물을 포함시켜 계

층별 에서 어떠한 산출물이 제공되는지 식별

이 용이하나 행정자치부와 같이 개별기 의 특성

을 감안한 임워크 구성요소의 구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 <표 2-1>은 선진사례별 특징 비교분

석표이다[13].

<표 2-1> 선진사례별 특징 비교분석

ITA
임워크

공공부문 사  
아키텍처 
임워크 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FEAF DOI NOAA

특징

∙공공기 에서 ITA 
를 도입할 때 참조
할 수 있도록 표
과 가이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
으로 만들어짐

∙타 행정기 으로
  의 임워크의 
  확산을 고려해 
  자정부 아키텍처, 
행정자치부  아키

  텍처를 분리하여 
  구성함

∙매트릭스 형태
의 임워크
와  산출물을 

  함께 정의하고 
있음
∙정보화 투자 
  등 IT거버
  스 부분을 운

자 에서 
기술함

∙연방정부 차원에
  서 련 정부기  
간 정보공유 진, 
연방정부 산하기

   들의 아키텍처 
개발 지원  기
들의 IT투자 

로세스 개발 등을 
목 으로 가이드 

  제시됨

∙연방정부 참조모
  델(FEA)의 패턴
  을 용하면서 내
무성에 실질 으

  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하  구성요
소를 용함
∙IT 자본계획  
  투자 리 주기와 
  연계 활용

∙연방정부 참조모
델(FEA)의 패턴
을 용
∙비 과 목표의 
  구체 인 실행에 
이르는 로세스
를 정립, 투자에 
따른 성과 창출
이 가능한 목표 

  아키텍처 제시

장

∙ITA에 련된 거
의 모든 항목들이 

임워크에 포함
되어 있어서 기본 
참조 임워크로 
활용이 가능함

∙ 자정부 체 
의 아키텍처와 

  개별 부처 의 
아키텍처 분리로 

  소속기   다수
의 유 기 이 존
재하는 개별기

  에 가이드 제공되
고 있음

∙ 임워크에 
  산출물을 포
  함시켜 계층
  별 에서 
  어떠한 산출
  물이 제공되
  는지 식별이 
  용이함

∙미 연방정부  
  산하기 에 한 
  아키텍처 용을 
  강제하는데 
  을 두어 아키텍처 
  정책이 매우 잘 
  구성됨

∙범정부 인 연방
정부 모델을 용
하면서도 개별 기
의 특성을 반

한 하  구성요소
를 잘 용함(투

  자 리 등)

∙연방정부의 참조
모델을 용하면
서도 다양한 하
 기 의 특성

을 감안한 목표 
아키텍처 제시가 
잘 이루어짐

시사

∙제시된 표  
임워크를 참조하여 
개별기 은 범정부 
타 기 과의 연계 
활용의 기반 조성
을 고려해야 함

∙범정부 표  가이
드와 참조모델을 

  용하되, 개별 
  기  특성을 감안
한 임워크 구
성요소 구성이 이
루어져야 함

∙개별 기  특
성을 감안한 

  임 워 크 
구성요소 구

  성이 이루어
  져야 함

∙아키텍처 모델의 
  이행  진화에 
한 정의 이외에도 
리기반에 한 

  구성요소는 개별기
 에서 용

  되어야 함(FEAF 
  에서는 락됨)

∙개별 기 은 범정
부  가이드와 참
조모델을 용하

  되, 기 특성에 
  따른 구성요소 선
  정이 필요함

∙다양한 하  기
이 존재하는 

  경우 분명한 목
표 아키텍처의 

  제시가 필요함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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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산부문의 구축 사례 분석

3.1 임워크 구성요소 모집단의 선정

해양수산부문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효율 으로 

도입하기 하여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임워

크 구성요소  비 , 원칙 등 20여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해양수산부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목

을 달성하기 한 투자아키텍처, 성과 리, IT자산

리를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구성요소의 모집단을 

선정하 다. 

[그림 3-1]은 선진사례 구성요소와 해양수산부문

의 추가 구성요소를 포함한 해양수산부문의 

임워크 구성요소 모집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 시사 으로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

텍처 임워크 도입은 실질 인 활용 측면을 

극 으로 고려하여 구성 요소를 선정하며, 이를 

통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개선 으로

는 투자아키텍처와 같이 도 인 요소를 도입

용하며, 보안아키텍처와 같은 범정부 차원에서 

리하는 요소는 기술아키텍처에 포함되도록 한 것

이다.

3.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범   목

해양수산부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을 해 

네 가지의 범 로 구분하여 추진하 다. 

첫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  리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부분으로 비   원칙을 수립

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임워크  참조모델

을 정립하는 것과 리 산출물을 정의하고, 분야

의 구분으로는 업무(Business), 데이터(Data), 응용

(Application), 기술(Technical) 부문으로 나 다. 

업무는 재 해양수산부문의 해양환경․과학, 해운

물류, 수산어업, 해양안 , 항만건설, 지원업무 등 

업무 반에 하여 진행하며, 모든 업무에 한 

의사결정자, 리자 수 의 산출물을 도출하 다. 

한, 해양안 과 수산어업 분야는 개발자 수 의 

내용까지 도출하 다[13].

투자 아키텍처, BSC

구성요소 모집단

표준

Life Cycle
ITA 산출물

ITA Governance
ITA 관리도구

전환계획

관리체계

및

기타

ITA성숙모델

기술참조모델

서비스참조모델

데이터참조모델

업무참조모델

성과참조모델

목표 아키텍처

현행 아키텍처

아키텍처모델(매트릭스)
예측 또는 전망

정책

전략

원칙

비전

프레임워크 구성요소구분

아키텍처

모델

및

가이드

비전, 원칙

및 방향성

선진사례 구성요소 해양수산부 추가 구성요소

업무와 성과중심의

정보화

체계적인 정보자원

관리체계

해양수산부 ITA 추진 목적 재 확인

정보화 사업의 투자에 대한
체계화된 가이드 필요

효율적 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적절한 도구 필요

IT 자산관리

IT 자산관리

BSC
투자 아키텍처

해양수산부

추가요소

표준

Life Cycle
ITA 산출물

ITA Governance
ITA 관리도구

전환계획

관리체계

및

기타

ITA성숙모델

기술참조모델

서비스참조모델

데이터참조모델

업무참조모델

성과참조모델

목표 아키텍처

현행 아키텍처

아키텍처모델(매트릭스)
예측 또는 전망

정책

전략

원칙

비전

프레임워크 구성요소구분

아키텍처

모델

및

가이드

비전, 원칙

및 방향성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1] 임워크 구성요소 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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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기술아키텍처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동안 도출하는 단계별 산출물과 

각 내용의 연 성을 정의하여 이를 웹 기반의 시스

템으로 재 운 인 OKIS(Ocean-Korea Know-

ledge Integrated System, 해양수산부 업무포탈시

스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해양

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리시스템(OKITA, Ocean 

Korea ITA)이라 하 다[13, 14].

셋째, 정보자산 리 체계 수립  정보자산 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보자산 리를 한 

To-Be 차를 정리하고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시

스템으로 구축하며, 이는 정보기술 자산의 라이  

사이클을 반 하는 리 체계로 연계 가능한 시스

템을 식별하여 용하 다[14].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를 한 향

후 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해양수산 분야 

반에 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발  계획을 수립

하고, 법․제도  규정과 지침의 개선 사항을 도

출하며, 특히 2005년 말 련 법령이 제정되어 공

공기 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해야 하는 사

항을 확인하고 이와 련한 규정을 해양수산부문

에 맞게 정비하 다[3].

정보기술아키텍처 체계 수립 목 은 해양수산부

가 업무와 연계된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갖춰야할 비 과 기본 원칙과 틀을 확립하는 것이

며, 이를 리시스템을 통해 운 ․ 리하고, 이와 

연계되는 정보자산 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화 

정책  투자결정을 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이를 한 거버 스

(Governance)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3.3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조

[그림 3-2]는 해양수산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체 구조를 보여 다. 배 모양으로 친근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구성하 으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방향

성을 제시하는 비 과 원칙을 가장 앞쪽에 표시하고, 

체 아키텍처 내용을 배의 화물로 표시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2] OKITA 개념도

여기에서는 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투자아

키텍처, 참조모델의 내용을 담아두고, 정보자산

리기능과 성과 리와의 연계성을 제시하여 구조화

하 다.

해양수산부 임워크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

텍처 임워크와 선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이

용하고, 해양수산부에 용하는데 필요한 요소(투

자아키텍처, 정보자산 리)를 추가 반 하여 체계

화하 다. 아키텍처 구조는 기존 Zachman 모델을 

근간으로 해양수산부에 용하는데 합한 모델로 

변형시켜 용하 으며, 구성 산출물은 범정부표

모델을 수하 다.

3.4 비   원칙 수립

[그림 3-3]과 같이 OKITA의 비 은 세계 인 

선진 모델로부터 얻은 정보  교훈을 바탕으로 해

양수산부의 기  특성을 반 하여 정보기술아키텍

처 구축의 지향 이 될 비 을 수립하고, 이를 근

간으로  원칙  임워크를 수립하 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해양수산 업무를 총 하며, 

산하기 을 리하고 지원하는  국민을 상으

로 서비스하는 조직이다. 해양수산부문의 주요 업

무로는 해양환경․과학, 해운물류, 항만건설, 수산

어업, 해양안  그리고 지원업무가 있다[15]. 이런 

내용에 해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뷰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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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쟁력강화를 지원하는 업무성과중심의
정보체계 구축비전

아키텍처

대원칙

• 사용자 편의성 지향
• 사용자 활용성 지향

• 효과와 성과 지향
• 정보 접근 용이성 지향

• 정보의 공유 확대
• 시스템 유연성 확보
• 특정기술 종속 지양

• 표준가이드 준수
• 자원 활용 효율성

•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 적시적 사용자 서비스 제공
• 정확한 사용자 서비스 제공

업무특성

• 추상적가치전달
• 안정적업무구조

• 정책관련활동 수행
• 해양업무가치증대 및 전문화

• 광범위한 외부연계
• 업무활동간 밀접한 관계

• 신속한 상황처리요구
• 실적분석을 통한 통계자료 활용

아키텍처 원칙 Keyword 종합

데이터특성

• 데이터 공동활용 요구
• 중복된 데이터 관리

• 데이터 표준체계의 부재
• 데이터 정합성 부재

응용특성

• 최신기술을 고려한 응용시스템 설계
• 상호 운용성 및 향후 시스템 유지보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표준기술 준용 필요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웹 기반 인터페이스 및

아키텍처 고려 필요
• 응용시스템간 중복 기능 존재

기술특성

• 향상된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전성 확보를 통한
투자보고

• 안정적 시스템 운영지원
• 향상된 시스템 이식성 및 확장성 확보

• 사용자 편의성 보장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기술아키텍처 원칙 선언문

어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

기술환경의 변화에 유연한 기술구조

체계적인 보안 체계 수립 및 적용

효율적인 통합 기술 운영 관리체계의 도입 및 실천

안전성과 가용성을 고려한 플랫폼의 도입

개방형 구조 지향

지원기능의 완결성 확보

구조의 계층화

기능의 유일성 및 재사용성 확보

표준기술을 이용한 응용아키텍처 구축

사용자 및 업무 중심의 어플리케이션 체계

응용아키텍처 원칙 선언문

데이터아키텍처 원칙 선언문

단순성 및 비중복성

데이터 정합성 유지

데이터 표준을 통한 체계적 관리

데이터 공동활용 확대

업무아키텍처 원칙 선언문

정보의 흐름 고려

모든 조직의 정보화의사결정 참여

법률, 정책, 지침을 준수

투자효과를 고려한 가치지향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반영한 업무 지향

기능중심 접근

대상업무범위의 완결성

업무참조모델체계 준수

원칙 선언문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3] OKITA 비   원칙

를 실시하여 주요기능 수행을 한 정보기술아키

텍처의 비 을 수립하 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문 

정보기술의 고도화에 기여할 비 , 아키텍처 원

칙  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역별 업무특

성, 데이터특성, 응용시스템특성, 기술특성을 반

하여 각 역별 원칙을 도출하 다.

3.5 리체계 수립

정보기술아키텍처가 해양수산부문에 뿌리를 내

리게 하기 해서는 조직, 인력, 업무 차에 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리체계 

구축으로 해결하고자 하 다. 먼  조직과 인력 측

면에서 역할, 역량, 교육 체계를 조직  직무와 연

계하여 그 특성을 악하여 정리하 다.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로세스 측면에서는 업무 모델이 성

과지표 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리하

다. 이를 해 원칙, 략, 지침, 활용 사례에 

한 악도 병행하 다. 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고 리체계를 수립해도 정보자산 리가 어

려우면 활용성이 제고될 수 없으므로 정보자산

리체계를 병행하여 구축함으로써 그 활용을 제고

하 다. 

이는 정보자산 리 체계가 정보기술아키텍처 

리와 연계되어 운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체

계 수립에서는 이 부분에 해 명확한 기 과 방향

을 설정하 다[4, 18].

정보기술아키텍처에 있어서 IT거버 스는 실질

인 아키텍처 도입과 이를 리하기 한 구체  

지침  제도의 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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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조직이 경  목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IT 자원에 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고, 

사용하고, 통제하기 한 이해 계자들 간의 계, 

조직 구조, 업무 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20]. 

“IT자원에 한 계획/개발/사용/통제”에 하여 

해양수산부분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업무  정

보기술(응용, 데이터, 기술) 역으로 구분하여 정

리하고, 범정부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분

야의 참조모델을 도출하여 반 하 으며, “이해

계자들 간의 계/조직 구조/업무 로세스”에 

해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리 지침”을 별도

의 지침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용하기 

한 조직  활동을 계속 수행해 갈 제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ITA도입 에도 

정보화에 한 체계 인 추진을 한 리․통제

를 제도화하고 체계 으로 용하고 있는 사례로 

벤치마킹의 상이 되고 있어 ITA체계가 도입되

어 더욱 정보화추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

이다.

3.6 아키텍처 수립

아키텍처 수립을 해서는 체 모델을 정의하

고 이를 근간으로 업무 역, 데이터 역, 응용 

역, 기술  보안 역으로 나 어 상세하게 정의

하 다. [그림 3-4]와 같이 일반 인 매트릭스 구조

의 아키텍처모델이 아닌 해양수산부문에 합한내

용으로 구 한 것이 특징이다[6].

각 분야의 산출물에 한 메타 표 을 정리하고 

이를 한국 산원에서 제시한 범정부표 과 일치시

켜 자정부아키텍처와 상호 연 성을 가질 수 있

도록 확인하고, 아키텍처 수립 단계에서는 각 내용

별 구체  사항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상호 연

성에 한 명확한 확인 작업이 단히 요하다.

산출물

조직의 비전

조직구성도/정의서

업무구성도/정의서

업무기능분할도/기술서

업무절차설계도/설계서

주제영역구성도/정의서

개념데이터관계도/기술서

논리데이터설계도/설계서

물리데이터설계도/설계서

응용시스템구성도/정의서

응용시스템관계도/기술서

응용아키텍처구성도/정의서

응용프로그램목록

기반구조구성도/정의서

기반구조관계도/기술서

기반구조설계도/설계서

투자관점

현행 목표

응용관점

데이터관점

기술관점

응용관점

기술관점

정보화사업

응용시스템구성도 응용아키텍처구성도

논리데이터모델 물리데이터모델

기반구조구성도

기반구조관계도

응용시스템구성도

응용아키텍처구성도

기반구조구성도

기반구조관계도

기반구조설계도

성과목표

응용프로그램관계도

보안정책

보안구성도

보안관계기술서

업무
영역

정보
기술
영역

조직관점

조직비전

조직구성도

업무관점

업무구성도

업무기능분할도

정보관점

주제영역구성도

개념개체모델

조직비전

조직구성도

업무구성도

업무기능분할도

주제영역구성도

개념개체모델

업무영역의 목표아키텍처 정보로 향후 BPR 사업 등을 통하여 목표 아키텍처 정보가 도출된 경우 해당 내용을 정의함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4] 아키텍처 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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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아키텍처 매트릭스

데이터 업무 및 응용 기반기술

조직비전

조직구성도

업무구성도

개념개체모델

주제영역구성도

업무절차설계도

응용시스템구성도

응용시스템관계도

논리데이터모델

물리데이터모델

기반구조구성도

기반구조관계도

기반구조설계도

Planner

Owner

Designer

Builder

업무수행장소

액티비티/장소
상관관계

액티비티/개념개체
상관관계

응용프로그램관계도

데이터구성도

개념데이터관계도 데이터교환기술서

조직구성도

업무구성도/
업무기능분할도

업무관계도

응용시스템구성도

응용시스템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기반구조구성도

기반구조관계도

해양수산부 모델 표준ITA필수산출물범례 : 

보안정책

보안구성도 보안구성도

보안정책

보안관계기술서 보안관계기술서

응용데이터

업무

기술

속성정의에서 제시

응용아키텍처구성도

업무기능관계도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표 3-1>는 해양수산부의 아키텍처모델과 일반

인 구조의 아키텍처 모델과 비교한 매트릭스표

이다.

해양수산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분석된 행

아키텍처 환경이 OKITA의 행아키텍처에 ‘업무

역’, ‘정보기술 역’으로 구분하여, ‘업무 역’에서 

업무구성도 1개, 업무기능 계도 2개, 업무기능분

할도 23개, 업무 차설계도 445개, 주제 역구성도 

1개, 개념개체 계도 17개, ‘정보기술 역’에서 응

용시스템 구성도 1개, 응용시스템 계도 45개, 응

용기능분할도 45개, 응용아키텍처 구성도 513개 등

약 1000개의 기 자료를 구축하 다.

한 체 차원의 정보기술아키텍처는 CEO/CIO 

수 까지를 정의하고, 해양안   수산어업분야는 

개발자 수 까지 정의하여 이를 산출물로 정리하

여 OKITA에 반 하 다. 

IT의 기여도
이용자

정보 및 지식
시스템

재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운영 프로세스 개선

재무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업무성과

대국민 서비스
서비스제공지원
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기술

•BSC에서 정의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이며, 각
평가영역의 궁극적 목표로서 연계됨

•정보화에 대한 효과(outcome)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영역으로 IT를 통한 간접적 성과가 중심임

•업무성과의 평가그룹의 경우 BA의 대·중 기능과
연계됨

•정보화를 통한 산출물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영역으
로 IT를 통한 프로세스 단축 및 재무적 효과를 측정함

•정보화 사업의 정보기술 관련 투입지표(Input)을
관리하기 측정 ·관리함

고객성과

고객 서비스

범정부

성과참조모델

연관성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기본구조 및 공통지표를 반영하여, 내부적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보화 성과평가를 지원함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5] 성과참조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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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참조모델

해양수산부 참조모델은 해외 자정부들의 ITA 

사례와 범정부참조모델을 근간으로 해양수산부에 

합하게 구조화하 으며, 성과참조모델(PRM), 업

무참조모델(BRM), 서비스참조모델(SRM), 데이터

참조모델(DRM), 기술참조모델(TRM)을 수립하

다[5]. [그림 3-5]는 해양수산부문의 성과참조모델 

구조의 모습이다.

이 성과참조모델은 업무  성과 리와 직  연  

계를 가지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3-6]과 같다.

성과참조모델 업무아키텍처

전략목표
비전

대기능

액티비티

중기능

성과목표

소기능

미션

정보화사업/평가지표

투자아키텍처

정보화사업(Project)

평가항목

성과참조모델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그룹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6] 아키텍처와의 계

업무참조모델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   유

기 과의 업무 얼라인먼트(Alignment)를 한 업

무 기능 체계  명칭의 표   가이드를 제시하

는 등 표 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양수산부 BRM

의 필요성으로 정의하 으며, 이를 [그림 3-7]과 같

이 도식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업무참조모델 구조

• 해양수산부 실·국 수준의 기능

• 해양수산부 비전, 조직 및 역할, 전략맵 등의

분석을 통하여 총 7개 대기능 구성

대기능

• 과, 담당관 또는 소속기관 수준의 업무기능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세부수행업무 분

석을 통하여 총 55개 중기능 구성

중기능

• 정책분야 내 조직의 기능을 구체화한 개념으

로 정립

• 해양수산부는 총 6의 정책영역으로 구성

정책영역

• 통합관리와 자원관리 측면에서 편의성이 제

고되고 의미있는 정책군 개념으로 정립

• 해양수산부는 총 4개의 정책분야로 구성

정책분야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7] 업무참조모델 구조

해양수산부의 업무참조모델은 타 참조모델과 아

키텍처와 연 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3-8]과 같은 구조를 보인다.

해양수산부 업무참조모델

서비스컴포넌트참조모델

성과참조모델

대기능

데이터참조모델및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분류 주제영역

평가그룹

정책분야

정책영역

서비스컴포넌트

서비스도메인

서비스타입

중기능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8] 타 아키텍처  참조모델과의 계

해양수산부문의 응용서비스에 하여 업무 독립

이고 조직 독립 인 재활용성 진  응용서비

스의 효율  리를 해 해양수산부문 서비스참

조모델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문의 응용서비스에 한 컴포

트 기반의 표  서비스 분류체계로 해양수산부

문에서 수행되는 업무  조직에 해 독립 이어

야 한다. 한 그 목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해양수산부문 서비스컴포 트 식별을 통한 복서

비스의 개발을 지양하고 둘째, 해양수산부문의 업

무컴포 트  서비스의 재활용을 진해야 하며, 

셋째 해양수산부문의 응용서비스의 효율  리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복잡하고 다양한 해양

수산부 문 응용서비스의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그 

구조는 해양수산부문의 고유 업무에 한 특성을 

반 하기 하여 업무아키텍처의 ‘ 기능’을 서비

스참조모델의 ‘서비스타입’으로, 업무아키텍처의 ‘

기능’을 서비스참조모델의 ‘서비스컴포 트’로 각각 

매핑하 다.

이는 해양수산부문의 업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

는데 부분의 앙행정기 은 교육, 노동 등 기능

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해양수산부는 

“바다(sea)”라는 섹터(sector)에 한 행정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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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어 술한 바와 같이 해양환경․과

학, 해운물류, 수산어업, 해양안 , 항만건설, 지원

업무 등 업무를 수행[16, 17]하고 있어 업무아키텍

처에서 정의한 기능 분류가 조직과 일 일로 매핑

되는 것이 아니어서 조직과는 분리되는 사항이며, 

응용서비스참조모델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서비스 을 재 시 에서 가장 명확하게 정의

할 수 있다는 작업의 한계로 업무아키텍처의 기

능과 기능을 활용한 것이다.

데이터참조모델은 해양수산부문에 분야별로 개

별 으로 구축, 운 되는 정보시스템으로 인하여 

단 시스템 간 정보연계와 공동 활용이 미흡하여 

효율 인 IT자원 활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데

이터 공동 활용  해양수산부문 내 정보에 한 

공동의 인식․사용 등을 하여 데이터참조모델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해양수산부문 내․외부 간의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둘째 변하는 

환경과 변화에 빠르게 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해야 하며, 셋째 복된 데이터  비효율 인 

리요소 제거해야 하며, 넷째 체계 인 정보자원

리체계 마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문 

내 정보에 한 공동의 인식  사용을 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 구조는　데이터 분류체계  구

조를 정의하는 데이터분류, 데이터교환, 데이터구

조와 데이터 표 리체계를 정의하는 데이터표

체계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범정부의 데이터참

조모델과 매핑 계를 통하여 일 된 체계를 형성

하도록 하 다.

기술참조모델의 목 은 해양수산부  소속기

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정보자원의 획득, 개발, 

상호운용성 등이 가능하도록 공통의 언어를 정의

하고 공통의 개념  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있

으며, 사용가능 한 서비스 정의와 계의 범 한 

집합을 제공하 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논리 인 

구조와 련된 구성요소를 정의하는 표  분류체

계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어 리 이션 구축을 

한 기술 서비스 목록의 정의라 할 수 있다.

그 목 은 첫째 다양한 기술 요소들의 상호 련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응용체

계의 이식성, 확장성  상호운용성 식별을 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셋째 공통용어를 정의하고, 

넷째 정보체계를 구성하는 공통 인 일련의 기술 

서비스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다섯째 응용 시

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며, 마지막으로 공통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감시키는 데 있다.

DEC IBM, HP, Microsoft,
AT&T, SUN, etc.

범정부TRM, 행자부TRM,
정통부TRM,FEAF.

TOGAF, X/OPEN,
NIST APP, etc.

IEEE POSIX,
ISO/IEC

개방형 시스템 표준

표준 개발자
(국제표준화기구)

표준 수용자
(지역표준화단체)

표준 적용자
(기업 or 기관)

표준 사양 S/W,
H/W 공급자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반영한
TRM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반영한
TRM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방향성이 반영되고
검증된 TRM을 반영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방향성이 반영되고
검증된 TRM을 반영

범정부TRM과 행자부, 
정통부 등의 최신의 선진

TRM을 해양수산부 현실에
부합되도록 통합 및 조정

범정부TRM과 행자부, 
정통부 등의 최신의 선진

TRM을 해양수산부 현실에
부합되도록 통합 및 조정

해양수산부기술참조모델

서비스영역

세부기술

제품 표준

절차 표준

기술 표준

기술분야 표준프로파일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9] 기술참조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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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참조모델을 통한 기 효과로는 첫째 일 성 

있는 기술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둘째 공통 개방

시스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셋째 시스템 간 

일 성,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넷째 개발 효율성

의 향상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가

용 제품의 사용  소 트웨어 재사용이 가능하다. 

기술참조모델의 구조는 다양한 선진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려 요소를 이용하여 최 의 

요소로 구성되며, 정보시스템에서 표 으로 사용되

어야 하는 기술 서비스들의 집합으로 구성하 다. 

[그림 3-9]는 기술참조모델의 구조를 보여 다.

해양수산부의 참조모델은 범정부에서 제시한 참

조모델과 직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특성

을 반 하여, 해양수산부에 용할 수 있도록 변경

하여 반 한 것이며, 이는 타 기 과 확실하게 구

분되는 내용이다.

3.8 이행계획 수립

이행 계획은 실제 이행  고도화를 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 다. 이행과제를 정의

하고 과제별 우선순 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이행 

략을 수립하 다. 과제별 소요 자원에 한 조사

를 수행하고 이행을 한 조직을 정의하 다. 한 

이행의 결과를 추정하여 기  효과를 산정하 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업무  정보 부문 반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문의 

법․제도에 한 개선 검토를 병행하 으며, 황 

조사  분석을 통하여 문제 과 개선과제를 도출

하고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지침을 수립하 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을 발 으로 끌어가기 

해서 활용을 한 향후 발  계획을 수립하고 활

용 사례를 제시하 다. 

3.9 투자아키텍처 도입

해양수산부문 정보화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효

과 이며, 효율 인 투자 리로 제한 인 산의 

활용 극 화를 지향하여야 하며, 이를 한 체 

정보화에 한 아키텍처 정보인 정보기술아키텍처

와 개별 사업의 투자 리 간 연계될 수 있는 연결 

매개체가 아키텍처 정보로 요구되어 투자아키텍처

를 도입하게 되었다.

투자아키텍처의 필요성을 검토해보면, 첫째 정보

화 사업 추진에 있어 한정 인 산의 효과  활용

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정보화 사업추진에 있어 성

과가 상되고, 체 정보화에 한 효과를 검

토할 수 있는 투자 리가 필요하 다. 셋째로는 투

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 고, 

넷째 이를 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공동 활

용이 요구되며, 투자 리시스템과 정보기술아키텍

처의 연계가 필요하 다. 

투자아키텍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내에 치하

여 정보화사업의 투자가 목표를 향한 올바른 방향

과 명확한 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체 아키텍처(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악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정보

와 투자 리의 연 성을 유지하고 련 정보의 활

용하고자 하는 목 에 따라 실제 정보화사업의 

추진단 를 엔티티로 설정하고, 그 상  개념인 

련 사업의 그룹을 과제로 정의하여 구성하 으며, 

타 아키텍처와의 연 계는 [그림 3-10]과 같다.

성과참조모델

BSC

• 비전 및 미션
• 정보화팀 등 관련

부서별 성과목표
및 지표

투자 아키텍처

업무 아키텍처

응용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

참조모델

아키텍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그룹

평가지표

대기능

중기능

현행 응용시스템

목표 응용시스템

현행 기술 아키텍처

목표 기술 아키텍처

정보화사업

평가지표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10] 투자아키텍처 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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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MS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아키텍처

투자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정보화사업 단위의
연결 매체

투자관리시
스템

(가칭)

정보화사업

• 예산 소요 정보화 사업의 기획 ~ 종료까지 사업관리 기능

• 사업별 개략적 예상 소요 예산의 시뮬레이션 기능

• 기타 영향측정 기능

SA Tool

정보자산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BSC)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측정지표

정보화사업과 연관된
업무,응용,데이터,기술 정보

정보화 사업명 투자관리
상세정보자산정보

• ITAMS를 통해 사용자는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아키텍처 정보와, 각종

투자관리 정보, 성과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업무에 활용함

아키텍처
정보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3-11] 투자아키텍처의 활용

이러한 구성과 연 계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

아키텍처는 [그림 3-11]과 같이 발 시켜가야 할 

내용으로 투자 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사

업과 연계시키고, 이는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 리

로 연계해야 할 것이다.

3.10 정보자산 리 체계 도입

[그림 3-12]과 같이 정보자산 리를 한 기능을 

단 시스템으로 구 하여 OKITA내에서 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이는 정보자산의 취득에 

협력업체, 정보시스템, H/W, S/W, 사무용품, 부품, 유지보수계약자원등록

변경관리

운영현황

시스템관리

의견나누기

자원이동, 자원매각/폐기, 자원관리자 변경

자원현황조회, S/W/부품/스토리지 설치현황, 서버사용률, 장애이력, 통계

묻고 답하기, 자주하는 질문(FAQ), 공지사항

시스템 운영, 물적자원분류, TRM(기술참조모델) 분류체계

자산분류체계

IT자산관리시스템

기능
구성

관리
정보

스토리지

부품

정보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PC주변기기 전산실 장비

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정보

ITAMS1)

주1)  ITAMS : ITA Management System (ITA 관리시스템)

기술 아키텍처 정보

• 기술참조모델정보

응용 아키텍처 정보

• 정보(응용)시스템 정보

• 기술참조모델정보
• 정보(응용시스템) 정보

• H/W, S/W, N/W 자산
세부정보

• 자산번호

출처：해양수산부, ｢정보자산 리시스템 구축｣, 2006.

[그림 3-12] IT자산 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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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등록부터 변동 사항까지 일 되게 리할 체

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OKITA에서 정보시스템

을 등록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드웨어  소 트웨

어 정보를 정보자산 리에서 등록 리할 수 있도

록 정리하 다. 

한 PC  린터 등의 정보도 리할 수 있고, 

서버의 주요 부품까지 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3.11 해양수산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 주요 특성

해양수산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타 기 의 정

보기술아키텍처와 비교하여 다음 여섯 가지의 주

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투자아키텍처를 도출하여 이를 목하

다. 정보화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사후 리까지를 고

려하여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과제와 정보화

사업으로 구분 리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한 것이

며, 이는 지속 으로 투자사업 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리 도구로서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 본부  소속기 을 포함한 해

양수산부문 반에 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축

하 으며 한 각종 참조모델 구성도 고려하여 구

축하 다. 이를 통해 향후 소속기 들은 해양수산

부문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공유하여 일 성 있는 

정보 운   리를 수행해 갈 수 있다.

셋째, 정보자산 리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 하여 

OKITA와 연계하 다. 이는 일 된 정보자산 리

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이 될 것이며 정보기술  자

산의 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의 

증진시키며 정보화투자 의사결정시 신속한 정보기

술  자산 황을 악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용자 편의성을 최 한 고려하여 이해하

기 쉽도록 임워크 구조를 배 모양으로 구 하

고, 아키텍처를 업무, 정보(데이타), 응용, 기술로 

일반 으로 구분하는 데 업무 역과 정보기술 역

으로 구분하여 구축한 이다. 그러나 한국 산원

에서 제시한 범정부표 과 일치시켜 자정부아키

텍처와 상호 연 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축하 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는 처음으로 특정 업무 분

야에 하여 개발자 수 까지 산출물을 정리했다

는 이다. 이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구 과정에 

하여 타 기 에 모범 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여섯째, 한국 산원에서 제시한 범정부 표  산출

물( 는 메타) 모델 버  2.0을 용하여 용하

다. 이는 향후 범정부 통합 아키텍처 리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표 3-2>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특성

특성 해양수산부 환경 고려 요소

투자아키텍처의 
도입

해양수산부 정보화 추진에 한 일 되고 명확한 리 도구를 갖기 한 활동의 일부이며, 정보기
술아키텍처 도입에 선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 임

해양수산부 본부  
소속기  상 범

해양수산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개에 한 단계  근이 필요하고, 기 도입에 따른 문
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리 목 을 가지고 용함

정보자산 리 시스
템 연계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을 한 가장 기본 인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며, 이는 정보업무 담당자들
로 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TRM이라는 분야와 연계하여 용해볼 수 있음

사용자 편의성 제고
정보기술아키텍처에 한 조직 체 차원의 이해도는 아직 낮은 수 이며, 이를 높이기 한 직
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하여 기존 운 인 정보시스템(OKIS)내에 구 하고 친근감 있는 

그래픽 요소를 도입 용함.

개발자 수  작업
수산어업과 해양안  분야에 하여 개발자 수 의 산출물까지 아키텍처로 구성하여 용하 으
며, 이를 통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실제 인 구성요소를 악할 수 있으며 향후 체를 구축해
야 하는 목표를 가짐

범정부표 산출물
모델 버 2.0 용

범정부 통합 아키텍처 구 을 한 해양수산부의 비가 분명하게 완료되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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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에서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특성을 해양수산부 환경 인 에서 고려해 보

면 해양수산부문의 정보기술아키텍처는 타 분야에 

한 아키텍처 구축을 완료해 가야하며, 유 기

을 포함한 해양수산부 이외의 조직들과 정보를 연

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ITA성숙도 모델에서 재 3단계로 인정받고, 추후 

4단계와 5단계로 발 시켜 가야할 이다.

4. 결  론

지 까지 해양수산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의 구체 인 내용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림 14]에

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2008년에는 해양수산부 정

보기술아키텍처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해운물류, 항만건설, 해양환경․과학, 수산어업, 지

원업무 분야에 한 개발자 수 까지 아키텍처를 

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OKITA 완성 및 활용

•정책 및 일반지원 분야 개발자 수준 작업

•현업부서 참여 확대로 OKITA 완성

•OKITA 기반의 확대

•해운물류/항만건설 분야 개발자 수준 작업

•투자관리시스템 확대, 성과관리시스템 연계

•OKITA 고도화 : 관리체계 적용, 활성화 제고

•해양환경과학 분야 개발자 수준 작업

•투자관리시스템(사업관리) 구축 연계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구축 => OKITA
•프레임워크/ 아키텍처모델/ 투자아키텍처 개발 및 관리체계
마련

•정보자산관리시스템 연계

2006

2007

2008

2005~2006

완성

확대

기반구축

고도화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4-1] 단계  발  로드맵

2006년에는 환경과학 분야를 개발자수 까지 상

세하게 아키텍처 정보를 구성하고, 투자사업 리 

기능에 한 단 시스템을 구 하여 연계할 필요

가 있다. 한 2007년에는 해양수산부 내부 활용도

를 제고하고 해운물류  항만건설 분야에 해 개

발자 수 까지 아키텍처 정보를 구성하고, 정보기

술아키텍처 원칙을 해양수산부의 산하기 까지 확

 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활동과 

활용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지속 으로 발  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  방향을 지속 으로 수행하기 해

서는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OKITA)를 운

․ 리할 조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

며, 반드시 구성하여 변화 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과관리시스템 정부기능연계

업무관리

BRM 서비스

기능별 분류

변화 관리

유관 시스템 연계

목적별 과제분류

데이터아키텍처

응용아키텍처

참조모델

관리체계

아키텍처정보아키텍처정보

업무아키텍처

OKIS

기술아키텍처

정부업무관리시스템

CoreStrategy 
Scorecard

BSC 모니터링

성과관리

단위과제

관리과제

문서관리

지시사항관리

자산관리시스템

자원등록

변경관리

운영현황

시스템관리

OKITA

전자결재

부내 타시스템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4-2] OKITA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

변화 리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업무 리시스템

과의 연계 구 은 시 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다. 

[그림 4-2]는 OKITA가 해양수산부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먼  OKITA의 참조모델 

 역별 아키텍처 정보는 해양수산부 내의 각 시

스템  향후 구축될 정부업무 리시스템 등과 공

동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의 기능  

정보의 복을 방지하기 하여 향후 공동 활용 할 

역을 식별하여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한 해양수산부문에서 조직구성원의 성과측정  

평가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성과 리시스

템과 OKITA의 업무아키텍처정보(업무기능)  평

가지표(성과참조모델) 등을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

다. 업무성과에 한 측정  평가를 하여 해양

수산부에서 실질 으로 수행되고 있는 업무에 

한 정의가 필요하며, 실제 수행되는 업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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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결과인 업무아키텍처 정보와 성과지표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효율 인 업무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참조모델의 정보화 사

업에 한 사 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를 한 지

표(performance measure indicator)를 성과 리시

스템 상의 성과지표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정보기술아키

텍처 수립을 통한 기 효과를 크게 네 가지 에

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  업무 환경의 변화에 빠르고 

극 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야별 

아키텍처 의 수직 ․수평  분석으로 단계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기술 인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다는 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사안을 확인해보면, 

특정 업무가 바 거나 단  업무가 추가되었을 때, 

어떤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할지, 는 어떤 정보

시스템을 추가 는 변경해야 할지를 응용시스템, 

데이타베이스, 서버 등 구체 인 사안으로 도출하

여 계획 수립에 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 리 체계 표 화  기술 도입 차

를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기술 자산 활용  ROI(Return Of Investment) 효

과를 증진할 수 있는 정보기술 체계의 표 화를 달

성하 다는 이다. 한 신규 정보화 과제 수행 

시 공통의 아키텍처 용으로 업무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정보자원의 체계 인 리로 향후 정보화 수립 

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키텍처

(업무, 데이터, 응용시스템, 기술) 사이의 계 정립

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개발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자정부의 지향 목표에 부응하는 

것이다.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통합 리 지침을 

기반으로 해양수산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축

하 고, 국민 통합 공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

는 정보기술 표   가치 창출형 정보공유 체계를 

수립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 다는 이다.

이상의 연구․분석 결과로 정부기 에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정부의 정보기

술아키텍처의 기본 틀을 마련하 고, 정보통신부에

서는 기 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 다면 본 해양수산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사업은 타 정부기 은 물론 공공기 에서 참

고하고 활용할 만한 틀을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

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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