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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amount of IT investment and the complexity of information systems in public agencies have been increased, 

efficient and structured management of IT systems is more emphasized. For the Korean government, ITA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is one of the core parts of the e-Government initiative. Also introducing and managing ITA 

in organizations is mandated by law in Korea.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study whether using ITA in public agencies is related with their IT capability and 

IT performance or not. A questionnaire had been designed for the purpose, and a survey had been performed on Korean 

public agencie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using ITA has influence on relation and technology capability. However, 

ITA does not influence on human capability and IT performance. The reason why using ITA is linked to relation and 

technology capability is that ITA includes relationship between both business and technology. Also ITA provides a 

technical reference model (TRM) and standard profile (SP), so it has influence on technology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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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 환경은  복잡

해지고 정보시스템은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해 조직은 

정보화 산을 지속 으로 늘리고 있으며 많은 정

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 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

이고 효율 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부재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른 복 투자가 

발생하고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문제로 연계가 복

잡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하게 되었다[27, 45].

이러한 문제를 직시한 미국은 1990년 부터 정

보기술아키텍처1)(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이하 ‘ITA’라 함)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기 에서 정보 리를 한 기본수단으로 사용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자정부 31  

추진과제로 ‘범정부 ITA 용’이 채택된 이후 

2005년 12월 ‘정보시스템의 효율  도입  운  

등에 한 법률’(이하 ‘ITA 법률’ 이라 함)이 제정

되었다. 그 후 공공부분에서 ITA의 도입  용

을 의무화 하는 등 공공부분의 ITA 도입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ITA가 법제화 된 이후 공공기

에서는 ITA 구축을 한 도입계획서를 작성하고 

ITA법률 리기 2) 으로부터 실태조사  성과측

정을 하게 되어 있다[6]. 이 게 활발하게 ITA도

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ITA에 한 구

체 인 성과결과라고 발표하는 것이 극히 드물었

다[17].

본 연구의 목 은 구체 으로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

1)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용어

는 2000년 개정된 OMB A-130에서 EA(Enterpri-

se Architecture)로 개정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ITA와 EA가 공존하면서 쓰임.

2) 행정자치부는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를 정

보통신부는 기타공공기 의 리기 임.

용하면 조직의 정보기술역량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정보

화 산  리 편리성에 한 확실한 결과를[2] 

얻기에는 아직 국내의 ITA 황이 기 단계여서 

ITA 활용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의 정보기술역

량에 차이를 측정하고 이를 실증 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둘째, ITA 활용을 통해 조직의 정보화성과에 

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고 이를 실증 으로 확인하

고자 한다. 많은 공공기 에서 ITA 활용을 통해 

궁극  목 인 정보화성과를 시 에서 달성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정보기술역량과 정보화성과

에 한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미 많은 연구

에서 의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국내 공공기 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국내 상황을 검증하고 

한 ITA 도입기 과 ITA 미 도입기 의 차이도 

분석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ITA에 한 연구

2.1.1 ITA 개념

아키텍처의 개념은 고  건축에서 인용된 것으로 

IT 분야의 ‘아키텍처’란 시스템의 구성요소, 요소 

 환경간의 상호 계, 이들의 설계와 개를 리

하는 원칙들이 포함된 기반 조직체를 말한다[33]. 

이처럼 아키텍처란 용어가 IT 분야에서 사용된 것

은 1987년 Zachman이 정보시스템의 복잡성을 해

결하기 해 건축 설계도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다[45].

ITA란 용어는 1996년 미국 정보기술 리개 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ITMRA)에서 처음 정의가 되었고 그 이후 

2000년 OMB A-130을 개정하면서 사 아키텍

처(EA：Enterprise Architecture)로 바 었다[37]. 

재 미국에서는 ITA가 EA란 용어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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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ITA와 EA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13].

ITA에 한 정의로 ITMRA에서는 ‘행정기 의 

략 인 목표와 정보자원 리 목표를 달성하기 

해 기존의 정보기술을 발 시키거나 유지보수하

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조달하기 한 통합 인 기

반(integrated framework)’이라 했으며 OMB에서

는 ‘조직  업무활동과 정보기술간의 계를 

재의 모습과 향후 추구해 나가야 할 모습을 별도

로 정의해 둔 청사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2].

국내의 경우 김성근[2]은 조직의 주요 비즈니스, 

정보, 응용시스템, 기술 기반구조를 정의하고, 이

러한 요소가 상호 연계되는 모습을 총 으로 표

한 것으로 정의했고, 이태공[12]은 ITA를 조직

의 략  목표와 정보자원 리 목표를 달성하기 

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획득하고, 기존 정보기술

을 유지, 진화시키기 한 통합된 임워크 라

고 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가 국내에서는 법률 제7816

호의 ITA 법률에 의해 ‘일정한 기 과 차에 따

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 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계를 구조 으로 정리한 체제  이를 바

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 으로 구성하기 한 

방법’ 이라고 정의되었다.

2.2.2 ITA 효과

미국 공공기  CIO의 모임인 CIO Council의 보

고서에는 EA를 용하는 주된 이유로 정렬(Alig-

nment), 통합(Integration), 변화(Change), 기출시

(Time to Market), 컨버 스(Convergence) 다섯 가

지를 들면서 EA 용을 통해 조직 미션과 업무기

능의 이해, 업무와 IT의 연계, 복잡한 시스템을 

리하기 한 구조 인(Architecture)  제공 등

의 효익이 있다고 했다[27]. 구체 으로 미국의 오

하이오주와 특허청에서는 ITA 도입을 통해 데이터

리 효율화  유지보수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

며[17]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교육

학술정보원  서울시에서 정보화 산 감, 데이

터 복성 제거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20].

2.2 정보기술역량에 한 연구

최근 경 리 분야에서 자원기반의 우 에서 조

직 능력의 요성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44]. 이와 일치하게 자원기반이론을 활용하는 정

보시스템 연구들도 정보기술역량의 요성을 인식

하기 시작하 다[43]. 이 게 정보기술 조직의 능

력을 의미하는 정보기술역량 개념은 자원기반 

의 도입과 함께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익숙한 용

어가 되었지만[1] 아직까지도 조직의 정보기술역량

을 구체 으로 정의하기는 정보기술역량을 구성하

는 요소가 폭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5].

많은 학자들이 정보기술역량에 한 개별 인 정

의를 내리고 그 하부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정보기

술역량에 한 연구를 하 다. Ross[43]는 ‘기업내

에서 각종 정보기술과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인력, 설비, 소 트웨어 등 유형  요

소와 조직, 차, 정책 등의 무형의 요소를 조직화

한 것’이라고 했고, Dhillon and Lee[28]는 ‘한 조

직이 정해진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그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정보기술을 수행하는 조직  기능(일반

으로 하나의 하 조직 혹은 부서)을 얼마나 자

유자재로 다른 조직  기능(마 , 제조, 재무 등)

과 효율 으로 연결시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한 것’으로 보았다. Grant[32]는 정보기술역량은 

하  능력들의 결합 는 공존에 의한 상  수

의 통합된 단일 개념이라고 했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로의 근에도 불구하고 정

보기술역량을 실증하기 보다는 하  역량을 개별

으로 정의하고 개별 으로 실증하는 경향을 보

여왔다[26]. Ross는 정보기술역량을 기술, 인 , 

계역량으로 구분하 으며 Bharadwaj[24]는 정보

기술인 라, 인 , IT에 향을 주는 무형의 자원

(IT enabled Intangibles)으로 구분하 다. Mel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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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35]은 기술자원, 인 자원, 체자원  조직

자원으로 구분하 고 Ray[41]는 기술  스킬, 정

보, 기술, IT 비용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역량에 한 구분을 상

기 네 가지 연구의 공통의 요소로 보이는 기술․

인  역량과 Dhillon and Lee의 정의에서 언 한 

조직  기능을 효율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계

역량을 추가하여 일반 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

지는 Ross의 분류체계인 계역량, 기술역량, 인

역량의 세 가지를 사용하 다. 첫째, 계역량이

란 조직 내 효과 으로 정보기술 구 을 하여 

정보기술 스태 와 업무 조직이 책임을 공유하는 

계이다[43]. 정보기술 스태 가 정보기술  사

업에 한 이해가 높다고 하더라도 업무 조직의 

이해  지원 노력이 없다면 정보시스템 개발은 

실패하기 쉽다. 왜냐하면 정보기술 스태 가 정보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의

사소통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을 원

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참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 개발에서 사용

자의 요구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사업 부분이 시스

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 인 태도를 가지고 

항하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정보시스템 개발이 실질 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23]. 한 정보화부서 인력들이 조직 체

의 비   략을 공유하면서 같은 목 을 향해 

나아가면서 정렬되는 것도 주요한 요소이다. 그

지 못하면 개개인의 목 에 따라 정보기술역량이 

집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역량은 조

직의 정보화방향성을 략 으로 묶을 수 있는 주

요한 요소이다.

둘째, 기술역량이란 정보기술을 통해 업무를 지

원하고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정보기술 수 을 의

미한다. 정보시스템의 연계가 잘된 곳은 시스템간 

정보의 원활한 흐름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정보의 

소통문제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조직의 기술역량의 문제를 의미한다. 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곳은 하나의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범용 인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어

떠한 경우에도 확장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타 시스템간의 

연계를 해 추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이 때문

에 시스템의 복잡화  고비용을 래할 수 있다

[4]. 조직에서 기술역량이 높으면 정보기술의 표

을 정하여 조직의 환경에 합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동일한 자원의 복도입을 

피하고 이를 통해 최 화를 할 수 있으므로 정보

기술역량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인 역량이란 조직의 업무 황과 기회를 

정보기술을 통해 해결해 가는 강력한 인 자원을 

의미한다[8]. 높은 정보기술 능력을 가진 직원은 

단지 정보기술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용하여 

업무를 효과 으로 지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인 역량이며 정보화 환경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기술  스킬, 신기술의 습득 정도, 업무

의 이해도, 운 기술 수  등이 있다.

2.3 정보화성과에 한 연구

일반 으로 정보화성과에 해 그 효과를 측정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의 많은 

연구에서 정보시스템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정

보기술 자체의 성능과 유용성, 사용자 만족도 등

을 평가하는 단편 이고 부분 인 성과 측정에서 

경  성과, 조직 등을 포 하는 체계 인 평가로 

바 고 있다[16]. <표 1>은 정보화성과에 한 평

가 연구를 연차 별로 정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화성과 측정을 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며 

<표 2>는 그에 한 정리이다.

국내의 경우 세 가지 연구가 로직모델, BSC(Bal-

anced Scorecard) 기반 등으로 근간을 나 었으나 

PRM(Performance Reference Model)의 기본바탕

도 BSC 기반으로 구성되어[18] 있고 정보화수

평가도 궁극 으로 재무  성과를 바탕으로 가지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이 조직의 정보기술역량과 정보화성과에 미치는 향 계 1   29

<표 1> 정보화성과의 연구

연구자 연  구    내  용

Shannon and 
Weaver(1949)

정보기술 성과 역을 기술  수 , 의미론  수 으로 제시함

Hamilton and 
Cheavany(1981)

정보기술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기 해서 목표 심  과 자원 리 의 두 역
으로 나 고 있다. 이것을 기업의 단 부서마다의 목표를 정하고,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
는 부분과 정보기술들의 자원들이 잘 리되고 있는 가에 한 부분에 해서 제시함

Chandler(1982)
종합 인 평가모형으로의 시발로써 시스템 평가, 사용자 목표 평가, 설계평가의 단계  평가를 
제시함

Delone, et al.(1992)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사용도, 사용자 만족도, 개인 향, 조직 향의 6가지 역으로 정의하고 
각 지표를 제시함

Saunders and 
Jones(1992)

정보시스템 기능성과 평가모델을 제시하여 조직의 요소들에 따라 IS 기능성과 차원을 선택하여 
측정하도록 제시함

Saarinen(1996)
사용 로세스와 IS 제품 품질에 개발 로세스와 정보 시스템의 조직에 한 향을 첨가하여 
네 가지 역으로 확장

Grover(1996) 평가기 , 분석단 , 평가형태의 세 가지 기 으로 통해서 6가지 효과성 측정군을 도출함

Goodhue(1998)
TTF(Task-Technology Fit) 모델을 개발하여 이것이 정보시스템의 기능성과 직무에서의 요구 
사이의 일치성이 사용자에게 정 인 평가와 정 인 성과 향을 가져오게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함

Torkzadeh(1999)
경 정보 시스템과 정보기술 사회, 경제 인 향, 사무 노동자의 생산성에 한 문헌조사를 바
탕으로 39개의 평가 역을 도출하고 이를 묶어서 업무생산성, 업무 신성, 고객만족도, 경
리 역을 제시함

Shang and 
Seddon(2000)

Operational, Managerial, Strategic, IT infrastructure, Organizational 역으로 나 고 각각의 
평가 지표를 제시함

Delone and 
Mclean(2002, 2003)

시스템 품질, 정보의 품질, 서비스의 품질, 시스템 사용도, 사용자 만족도, 순이익으로 역을 제
시함

주) 출처：최경  등, 2005.

<표 2> 국내 정보화성과의 연구

연구자 연구 내용 측정 부문

한국 산원 
범정부 
PRM(2005)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구성하는 평가요소를 
로직모델 기반하에 투입, 산출, 효과의 역 
으로 구성

업무기능성과, 고객성과, 로세스, 기술, 인 자본, 기
타자산

정국환 등
(2005)

정보화 성과측정을 해 계층 , 기능 , BSC 
 의 3차원 측면의 임워크를 제시

계층  의 략 , 리 , 운  , 기능
의 본원  기능  지원 기능, BSC 의 정보화
역량, 정책 로세스, 고객, 행정성과 기여 을 제시

정보통신부 등 
(2007)

행정기 의 정보화평가를 한 임워크 
 수를 제공

정보화사업과 정보화수 으로 구분하여 100  만 으
로 측정

고 있다. 한 국내 공공기 의 정보화성과의 주

요 리  지표를 업무시간 감에 련된 것으로 

보고 있어[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합한 세 가지 을 측

정하기로 했다. 첫째는 모든 성과의 가장 요한 

항목인 정보화를 통한 재무성과를 볼 수 있는 

산 감 효과 측면이다. 모든 사업 조직이 원하는 

궁극 인 목 이 재무 인 이익 이며 정보화성과 

역시 재무  성과 측정 역이 필요하다. 둘째는 

업무시간 감의 정도이다. 정보화를 추진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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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이유는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활동의 자

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고 업무활동 

시간을 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조직의 략  변화에 합한 시스템의 

빠른 변화 응능력이다. 정보화 사회가 될수록 업

무환경의 변화가 심하고 그에 따른 정보화의 발 

빠른 응능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세 가지 항목을 

정보화성과에 한 측정요소로 결정하 다.

2.4 ITA 활용과 성과에 한 연구

국내 ITA 활용과 성과에 한 연구는 그리 많

지 않다. 국내 공공기 의 ITA 구축의 시발 은 

서울시의 경우 2003년 구축을 시작했고 앙행정

기 에서는 2004년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구

축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 의 ITA 

도입이 5년이 채 되지 않았다[19]. 반면에 국외의 

ITA 활용과 성과에 한 연구는 국내 보다는 많

이 있으나 그 비 이 활용의 실증  검증 보다는 

ITA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성숙도모델에 한 연

구[30, 36, 38]와 그 결과 분석에 한 연구가 많이 

있다[31, 39, 40]. 따라서 국내․외 ITA 활용  성

과에 한 연구 자료를 세 가지로 정도로 분류해 

<표 3>과 같이 볼 수 있다.

<표 3> ITA 활용과 성과에 한 연구

구  분 연구내용 연구자

ITA 

성과측정

모델연구

ITA 효과측정을 한 

매트릭스, 투자 비 이

익에 한 수식모델 

제시

한국 산원(2003)

Rico(2006)

ITA 

성과에 한 

실증연구

ITA의 운용에 따른 조

직, 정보시스템 등에 

한 성과 등을 연구모

형을 통해 제시

김태 (2004)

이석원(2005)

Boh et al.(2006)

ITA 

성숙도모델

연구

ITA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  모델을 제

시함

GAO(2003)

NASCIO(2003)

IFEAD(2003)

OMB(2004)

오승운 등(2005)

서경석(2006)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모형

문헌연구에서 보았듯이 ITA를 활용하면 체계

이고 종합 인 정보화 추진  정보자원 리 등을 

통해 조직의 많은 부분에 향을  수 있다. 국

내․외의 경우에서 공통 으로 정보기술과 련된 

성과를 보이며 산 감과도 연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ITA 활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분명치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 에서 ITA 활용이 정보기술역량에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궁극 으로 정보화성과에 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즉 공공기   ITA 법률에 따라 ITA를 의무

으로 용해야 하는 기 을 선택하여 ITA 활용여

부를 확인하고 정보기술역량( 계역량, 기술역량, 

인 역량)  정보화성과가 ITA 활용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보기술역량에 따

라 정보화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기 해 그림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이

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

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ITA 활용에 따라 조직의 정보기술역량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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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은 계역량에 차이가 있다.

가설 2：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은 기술역량에 차이가 있다.

가설 3：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은 인 역량에 차이가 있다.

가설 1, 가설 2, 가설 3은 정보기술역량의 세부

속성으로 ITA 활용에 따라 정보기술역량의 어떤 

부분에 실질 인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해

서 만들었다. 

한 궁극 으로 ITA 활용이 정보화성과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서 아래와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4：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은 정보화성과에 차이가 있다.

가설 4를 통해 ITA 활용이 실질 으로 기 의 

정보화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계가 없는지에 해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역량과 정보화성과의 계

를 검증하기 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정보기술역량은 정보화성과에 향을 

미친다.

가설 5는 ITA 활용과는 계없이 체기 을 

상으로 정보기술역량에 한 정보화성과의 상

계를 검증하기 해 가설을 설정하 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3.3.1 ITA 활용기

법률에서 정하는 ITA 의무도입 상 공공기

은 앙행정기 ,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행령에

서 언 한 공공기 이다. <표 4>는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 의 정의  상이다.

<표 4> 련 법률  시행령

법률 제7816호

제2조(정의)제6호 공공기 이라 함은 국가기 , 지방

자치단체 그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 을 말

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기 의 범 ) 법 제2조 제6호에서 “그 밖

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기 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  외에 정부

산하기 리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용을 받는 

기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  학교

여기서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 은 3년간 정보화

산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ITA 도입 의무 상기

이며 학교는 3년간 정보화 산이 50억 원 이상

이어야 ITA 도입 의무 상기 이 된다. 이 기  

에서 ITA 수립을 한 컨설 을 받고 ITA 

임워크를 갖추었으면 ITA를 도입한 것으로 보

았으며, 더 나아가 ITA 산출물  거버 스 체계

를 만들어 정보화 사업 계획이나 구축 시 는 운

용 시에 ITA 산출물  거버 스 체계에 따라 운

용하는 것을 ITA 활용이라고 했다.

3.3.2 ITA 정보기술역량

본 연구에서 정보기술역량의 측정 요소는 계

역량, 기술역량, 인 역량 세 가지 항목으로 보았

다. 개별항목의 조작  정의  련 연구는 <표 

5>와 같다.

3.3.3 정보화성과

본 연구에서 정보화성과의 측정은 산 감, 

시간 감  기민성을 질문했으며 개별항목의 조

작  정의  련연구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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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보기술역량의 조작  정의  련연구

구  분 조작  정의 련 연구

계
역량

공통된 비   목표 정보기술의 역할에 한 공통된 이미지 확보 역량

Ross et al.(1996)
Byrd et al.(2000)

통합 의 정보화계획 타부서와 력으로 통합  으로 정보화 계획 작성역량

업무부서와의 정기 미 타부서와 유기  연계를 한 지속  미  역량

기술 도입을 한 정기 미 표 기술 채택  정보기술 도입을 한 정기  미  역량

기술
역량

시스템 연계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원활한 정보 흐름을 가능  하는 역량
Ross et al.(1996)
Byrd et al.(2000)
Bharadwaj(2000)
Melville et al.(2004)
Ray et al.(2005)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특정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 인 연계 역량

복최소화 동일한 시스템  자원을 식별하여 최소화 하는 역량

기술표  보유 정보화 표 을 보유하여 그에 따른 시스템을 도입하는 역량

인
역량

시스템 이해 운 되는 시스템 자원에 한 이해  리 역량
Lee et al.(1995)
Ross et al.(1996)
Bharadwaj(2000)
Melville et al.(2004)

신기술 습득 최신 정보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해하는 역량

조직의 비   정책 이해도 조직의 비   정책의 이해 역량

시스템 운  능력 서버, 네트워크  DB의 운  역량

<표 6> 정보화성과의 조작  정의  련연구

구  분 조작  정의 련 연구

산 감 정보화를 통해 체 산 감  원가 감 정도
Davenport et al.(1990)
Delone et al.(2002)
정국환 등(2005)

업무시간 단축 정보화를 통해 업무시간 단축  단순화 정도

기민성 확보 조직의 략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빠른 응속도 정도

 4. 연구  가설검증

 4.1 설문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은 3가지 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역은 기 의 ITA 활용유무를 질문하는 항

목이며 두 번째 역은 정보기술역량에 한 역

이다. 정보기술 역에 한 항목은 다시 3가지 항

목으로 분리되어 계역량, 기술역량  인 역량

으로 구분되고 변수의 조작  정의에 의해 개별 

역량은 각각 4가지의 설문항목으로 구성 총 12항

목의 질문을 했다. 세 번째 역은 정보화성과에 

한 역으로 3가지 항목으로 구성했다. 따라서 

설문은 총 3가지 역으로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첫 번째 역인 ITA 활용 유무에 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7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을 이

용하여 측정되었다. 

4.2 자료의 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07년 10말에 이메일을 통한 설문안

내와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웹 설문시스템을 통

해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상은 기  단 로 개

별기 에서 ITA 담당자를 선정 받아 설문을 하도

록 하 으며 앙행정기  50개, 지방자치단체 16

개, 기타공공기  84개를 상으로 진행했다.

150개 공공기   응답을 해  기 은 145개 

기 이었으며 이 에서 일부 항목에 해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39개를 제외

하고 106개의 설문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으며 

ITA 도입  활용여부의 확인은 화를 하여 재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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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도우용 통계패

키지를 이용하 다. 통계의 처리는 본 연구에 사

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을 하 으며 측정된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하

다. 가설을 검증하기 해 ITA 활용기 과 그 지 

않은 기 을 분리하여 정보기술역량의 계역량, 

기술역량, 인 역량과 정보화성과에 해 분산분

석을 실시하 으며 정보기술역량과 정보화성과의 

연 계를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7>은 응답기 의 빈도 분석을 나타내었다.

<표 7> 응답기  빈도 분석 

구  분 빈  도 비  율

앙행정기 35 33.0%

지방자치단체 12 11.3%

기타공공기 59 55.7%

합 106 100%

4.3 신뢰성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에 한 신뢰성을 검증

하기 해 측정도구 별로 내  일치성을 평가하는 

크롬바알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측

정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 다. 일반 으로 신뢰

성은 동일한 개념에 해 반복 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반복 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표 8>은 신뢰성 검증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뢰성 단기 인 크롬바알 가 0.6이상인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표 8> 개별항목의 신뢰성 분석

측정변수 항목수 크롬바알

계역량 4 0.865

기술역량 4 0.818

인 역량 4 0.909

정보화성과 3 0.805

<표 9> 요인분석 192

1 2 3 4

계역량 1 0.125 0.758 0.104 0.241

계역량 2 0.198 0.833 0.198 0.108

계역량 3 0.149 0.823 0.138 0.226

계역량 4 0.096 0.743 0.362 0.045

기술역량 1 0.303 0.322 0.645 0.100

기술역량 2 0.161 0.133 0.807 0.119

기술역량 3 0.215 0.169 0.774 0.189

기술역량 4 0.292 0.196 0.664 0.162

인 역량 1 0.799 0.224 0.266 0.214

인 역량 2 0.892 0.124 0.230 0.092

인 역량 3 0.704 0.209 0.326 0.275

인 역량 4 0.884 0.090 0.168 0.054

정보화성과 1 0.082 0.376 0.045 0.774

정보화성과 2 0.147 0.074 0.196 0.876

정보화성과 3 0.310 0.197 0.372 0.658

요인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4가지 요인으로 

그룹화 되었으며 그것들은 계역량, 기술역량, 인

역량  정보화성과로 묶여져서 항목의 재 분류 

없이 분석을 실시하 다.

4.4 가설의 검증  해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두 가지 방법

을 사용하 다. 하나는 ITA 활용기 과 그 지 않

은 기 의 정보기술역량과 정보화성과 차이를 알

아보기 해 T검증을 실시하 고 다른 하나는 정

보기술역량과 정보화성과의 연 성을 검증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10>은 ITA 활용기 과 그 지 않은 기

과의 계역량, 기술역량, 인 역량  정보화성과

에 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이다. 표

에서 나타나듯이 계역량과 기술역량이 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과의 차이를 증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 역량과 정보화성과는 

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과의 차

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설을 기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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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T 검증

ITA 
도입후 
활용
(n = 17)

ITA 
미도입  
미활용
(n = 17)

T 값

가설

P 값

계역량
평    균 5.059 4.444 2.277

채택(H1)
표 편차 1.242 0.975 0.025**

기술역량
평    균 4.750 4.320 1.710

채택(H2)
표 편차 0.923 0.954 0.090

*

인 역량
평    균 4.897 4.817 0.314

기각(H3)
표 편차 1.199 0.906 0.754

정보화성과
평    균 4.980 4.906 0.329

기각(H4)
표 편차 1.037 0.812 0.743

주) 
*
 P < 0.1, 

**
 P < 0.05.

계역량이 ITA 활용기 과 그 지 않은 기

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ITA 원래 목 이 정보

시스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함으로 업무, 데이

터, 응용, 기술의 상호연계를 유기 인 으로 

운 함으로써 계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실제로 ITA를 구축하면 업무와 정보

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된다[19]. 기술역량이 ITA 활용기 과 그 지 않

은 기 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ITA를 수립하여 

활용한다는 것이 기술아키텍처의 기술참조모델과 

표 로 일(TRM/SP)을 활용한 표 화를 통해 

기술역량의 강화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그러나 ITA를 활용한다는 것이 담당자의 인

역량을 키우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한, 우리나라는 ITA 기단계로 확실한 성과를 

얻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어 정보화성과는 ITA 

활용과는 계가 없다고 나타났다.

<표 11> 정보기술역량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정보화성과

가설
표 화 Beta 값 T 값 유의확률

정보기술역량 0.608 7.135 0.000
채택
(H5)

R
2
= 0.353, 조정된 R

2
= 0.346 F = 50.651(유의확률 0.000)

<표 11>은 정보기술역량과 정보화성과의 연

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정보기술역량을 독립변

수로 하고 정보화성과를 종속변수로 놓고 총합척

도(평균)를 사용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표 11>에서 보듯이 정보기술역량이 정

보화성과와 연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역량별로 정보화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 각각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정

보기술역량의 개별항목인 계․기술․인 역량

과 정보화성과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

석 결과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Durbin-Waston 

값이 2.085로 2에 근 하므로 회귀분석의 기본 가

정  하나인 독립성가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

고 F = 18.602이고 유의확률이 0.05이내로 회귀식이 

유의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차한계가 0.1이

상이고 VIF가 10보다 작으므로 다 공선성이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계․기술․인

역량의 세 가지 항목 모두 정보화성과와 연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2> 개별역량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족변수 = 정보화성과

표 화 
Beta 값

T 값 유의확률
다 공선성 검증

Tolerance VIF

계역량 0.287 3.018 0.003 0.700 1.428

기술역량 0.224 2.078 0.040 0.542 1.846

인 역량 0.209 2.070 0.041 0.619 1.616

R
2
= 0.354, 조정된 R

2
= 0.335 F = 18.602(유의확률 0.000)

Durbin-Watson = 2.085

<표 13> ITA 활용기 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정보화성과

표 화 Beta 값 T 값 유의확률

정보기술역량 0.562 2.632 0.019

R
2
= 0.319, 조정된 R

2
= 0.270 F = 6.929(유의확률 0.019)

한 ITA 활용기 과 그 지 않은 기 이 정보

화성과의 연 성이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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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별로 회귀분석을 실시 해 보았다. <표 13>

은 ITA 활용하는 17개 기 을 상으로 정보기술

역량과 정보화성과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4>는 ITA 미활용 기 (n = 89)을 상으로 

정보기술역량과 정보화성과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표 14> ITA 미활용기 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정보화성과

표 화 Beta 값 T 값 유의확률

정보기술역량 0.608 7.135 0.000

R2 = 0.369, 조정된 R2 = 0.362 F = 50.914(유의확률 0.000)

4.5 연구결과의 분석

연구결과에 의한 가설 확인은 아래와 같다.

가설 1：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은 계역량에 차이가 있다：채택

가설 2：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은 기술역량에 차이가 있다：채택

가설 3：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은 인 역량에 차이가 있다：기각

가설 4：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은 정보화성과에 차이가 있다：기각

가설 5：정보기술역량은 정보화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채택

가설확인에 따른 연구결과의 분석은 크게 세가

지로 볼 수 있다. 첫째, ITA 활용 여부에 따라 기

은 계역량과 기술역량에 차이가 있다. 즉, ITA

를 활용하면 조직의 계역량과 기술역량이 ITA

를 활용하지 않는 기 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ITA를 활용한다는 것이 

조직의 업무와 정보기술간의 원활한 연계  기술

아키텍처의 기술참조모델과 표 로 일에 의한 

기술 리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무 인 

에서는 정보자원 공동활용을 하기 해 가장 큰 

장벽인 각 조직의 동의와 합의[21]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 할 수 있으며 기술표

 리에 의해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

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ITA 활용에 따라 기 의 인 역량  정

보화성과는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ITA의 활용이

라는 것이 개인 역량 향상까지는 도움을 주지 못하

고 있으며 한 국내 환경이 ITA 활용을 통해 다

양한 성과를 얻을 만큼 성숙한 수 이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역

량에 따른 정보화성과는 연 계가 있다. 정보기

술역량이 높은 기 이 정보화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나온 결과이며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용됨을 의미한다.

5. 결  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법률에서 지정된 공공기 이 ITA를 

활용 하면 그 지 않은 기 과 정보기술역량과 정

보화성과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보기술역량에 

따라 정보화성과의 연 계가 있는지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정보기술역량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보화부서와 업과의 계를 측정하는 계역

량, 정보기술수 을 측정하는 기술역량 그리고 정

보화부서의 개인별 능력을 측정하는 인 역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ITA를 활용하는 기 은 그 지 않은 기 에 

비해 계역량  기술역량에 차이 이 있다. 둘

째, ITA를 활용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이 

인 역량과 정보화성과에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

로 정보기술역량은 정보화성과와 연 성이 있다. 

이처럼 ITA 활용에 따라 계역량, 기술역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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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를 남겼다.

첫째 ITA 의무도입 상기 을 표본으로 ITA 

활용여부에 따라 조직의 계역량, 기술역량, 인

역량  정보기술역량에 한 분석을 실시하 지

만 ITA를 활용한다는 이분법 인 구분으로 측정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이 있었다. 미국의 행정

기 에서는 이미 조직의 ITA의 수 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그 기 에 의해 성과를 측

정하고 있고 한 국내에서도 이미 이러한 모델이 

개발되어 운 되고 있다. 상기 모델을 활용하면 조

직의 ITA 도입 수   활용 정도를 세분화 할 수 

있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둘째 ITA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까지는 다소 시

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법률이 제정되고 

그 때부터 본격 인 도입이 시작한 국내 실정에서 

ITA 성과를 보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따라

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ITA의 활용  

성과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는 ITA 의무도입 공공기

을 상으로 했지만 추후 일반기업을 포함한 국

내 체 기업의 ITA 활용  성과에 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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