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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정부 각 부처는「정보시스템의 효율  도입  운  등에 한 법률」에 의해 EA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의 평가 체계  지

표는 제 로 갖춰져 있지 않다. 특히 EA의 성과평가를 한 모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측정 할 수 있는 방법도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EA성과평가를 해 국내 범정부 성과참조모델과 미 연방 성과참조모델을 기반으로 8개의 평가 역  17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 다. 한, 미 OMB  국내 범정부 EA성숙도 모델을 기반으로 8개의 평가 역  10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EA 

성과평가를 한 업무, 고객, 로세스, 인 자본  기술의 5개 역으로 구성된 성과평가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한 모델의 검증을 해 3개 기 에 용하여 각 기 의 EA 성과를 평가하 고, 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해 범정부 EA성숙도 모델의 

성과평가 역과도 비교 평가하 다. 한, 제안한 성과평가모델의 측정지표를 기존의 EA성숙도 모델  성과참조모델과도 비교 분석하 다.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성과평가모델을 검증하 다.

키워드 : EA/ITA, 성과평가, 아키텍처

A Study on the Design of E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the Application Case

Seok-Kyun Lee†․Young-Min Lee††․Sung-Yul Rhew†††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EA by the act on efficient introduction of information system and operation, etc. But the evaluation 

system for EA and the criteria don't prepare well. Particularly, There is no model for EA performance measurement and the way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derived 8 areas and 17 criteria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the Performance Reference Model of 

U.S FEA and Korea. And we also derived 8 areas and 10 criteria for it based on the OMB EA Assessment Framework and the EA 

maturity model in Korea. We propose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the five areas that consist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customer performance, process, human resource and the technology for EA performance evaluation.

To verify the model, we applied the model to three organizations and evaluated EA performance. In addition, we compared the 

performance result with the performance evaluation area of EA maturity model of Korea to verify the result. We also analyzed the criteria 

of the propos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ith the current EA maturity model and Performance Reference Model of Korea.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we verified of the propos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too.

Keywords : EA/ITA, Performance Measurement, Architecture

1. 서  론 1)

근래 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은 행정업무의 신  효율

성 제고를 통한 국민서비스 제고와 다부처 연계사업의 증

가 등으로 그 규모와 복잡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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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정보화 산이 최근 5년간(’04～’08년) 연평균 4.5%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보자원실태조사결과 보고서’(2002.4)에 따르면 

“정보기술자원 리의 효율성이 낮고 체계 이지 못하다”고 

지 하 듯이 그 리 인 측면에서는 복투자와 비효율  

운  등의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고

자 정부는 2006년 7월1일부터 ‘정보시스템의 효율  도입  

운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 다. 이

를 기반으로 각 부처는 EA를 경쟁 으로 도입하여 운 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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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업무 활용성 업무 효율성 인원 효율성

자원 활용성 자원 효율성 자원 복성

자원 공유성 고객 만족도 평가방법구비성

지속  평가 의사결정 신속성 표  수성

근 편의성 투자 합성 시스템 복성

시스템 확장 편의성 시스템 수정 편의성

<표 1> EA 목 을 반 한 평가 지표

EA의 도입  운 을 통해 효율 인 정보자원의 리  

상호운용성 확보, 정보화 투자 기  마련 등 체계 인 정보

자원 리체계의 수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나 EA의 성

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은 

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EA성과평가 모델이 없는 것은 물론 

성과측정 방법 역시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

은 기 의 EA 성숙도 수 을 측정할 수 있는 성숙도 모델

은 그나마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직의 EA 성숙 수

 반을 평가하는 것이지 성과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다. 

물론, 정보화사업에 한 성과평가를 한 모델과 방법은 

있으나 이는 일반 인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한 내용이 

정보화사업 평가에 좀더 특화된 것이지 당  EA평가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EA성숙도와 국내 정보

화사업 성과평가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손

쉽게 EA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EA성과평가 모델을 설계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련 성과모델 연구와 평가모델의 설계, 용

사례를 통한 검증으로 구성하 다.

2. 련 연구

EA의 특징과 성숙도 모델, 조직의 성과평가  정보화 

성과평가에 한 연구를 통해 EA에 한 성과평가 모델을 

설계하고자 국․내외 련 문헌조사와 논문 등을 연구․분

석하 다.

2.1 EA(Enterprise Architecture)

EA는 조직의 비   목 의 달성을 해 사 인 IT 

기본 략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역량과 비즈니스 요구 증

진을 한 정보 리의 최 화  IT 략과 업무 기능의 정

비를 통한 정보화투자의 복방지, 업무 로세스의 개선  

비용 감을 한 기반 구조와 어 리 이션의 공유를 증진

시킨다. 1987년 Zachman[1]은 “정보시스템의 발 에 따라 

사  아키텍처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간다”

라고 말하 다. [1-4]에서 말하는 EA를 구축해야하는 이유

와 목 을 살펴보면 EA의 궁극 인 목 은 기업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정렬된 조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조직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EA가 지원하는 것(Business, 

Staff, Resource, Customer need 등)이 지표가 된다. 결과

으로 EA 성과평가는 조직 목 을 달성하기 해 EA가 기

여한 정도에 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EA를 통

한 이득(조직 목 을 지원하는 역)이 EA 성과평가 모델

에 반 되어야 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EA의 성과평가

시 반 할 평가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2.2 EA 성숙도 모델

EA 성숙도 모델은 EA 성숙도 평가 목 에 따라 EA의 

각 역을 평가한다.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가 역  

장단 은 향후 EA 성과평가 모델을 마련하는 근거 자료로

서 활용한다.

2,2,1 OMB의 EAAF

EAAF는 미국 리 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연구된 모델[5]로 EA 성숙도를 평가하여 지

속 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한 성숙도 모델이다. EAAF 

(Enterprise Architecture Assessment Framework)는 완성

도, 활용, 결과의 3개 능력  14개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각 능력별로 다섯 단계의 성숙도에 따라 평가를 수행

한다. 한 연간 매 분기별 평가와 보고를 통해 성과의 개

선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2.2.2 행정자치부의 EA 성숙도모델

정부의 정보자원 리 로세스 임워크(G-IRMPF, 

Government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Process 

Framework)의 구성요소로써 정보자원 리의 성숙도 평가를 

통하여 효과 인 수행을 한 지침서[6]이다. G-IRMPF의 9

개 역, 36개 로세스를 기 으로 성숙도 모델이 정립되

었으며 다섯 단계의 성숙도에 따라 리구조와 리시스템

의 로세스, 도구, 역량, 책임과 역할을 상으로 하여 평가

를 수행한다.

2.2.3 정보통신부의 EA 성숙도모델

공공 기 의 EA성숙도 수 을 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하기 해 정통부에서 마련한 성숙도 모델[7]이다. 성숙도 

평가는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그 상을 공공기 으로 하여 

EA 로젝트 수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범 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성숙도 모델은 수립, 활용, 리의 세 가지 역량 

 16개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하여 각 역량의 산술 평균을 

구해 성숙도를 평가한다.

2.3 범정부 PRM

EA의 성과 평가를 한 참조 모델로는 범정부 PRM(Per- 

formance Reference Model: 성과참조모델)[8]이 있다. PRM

은 조직에서 수행하는 정보화사업  기타 IT 련 투자사업

의 일 된 성과평가  리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조직

의 업무기능 성과와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표 화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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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리 체계를 한 모델이다. PRM은 범정부 EA의 추진을 

한 5개 참조모델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해 

평가요소를 체계 으로 정리한 것으로 최상  수 에서 업

무기능, 고객성과, 로세스, 기술 역으로 구분된다. 

PRM의 장 으로는 성과평가  리의 일 성, 업무와 

성과간의 정렬, 가시경로의 조망과 같은 투입 성과요소와 

결과 성과요소를 가시경로를 통해 설계하여 조망한다. 한 

평가지표의 노하우를 축 하여 향후 타 정보화사업의 평가

에 응용하고 활용하여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

를 성과계획, 성과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성과 리를 한 

다양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범정부 PRM은 EA의 성과평가를 한 참조모델

로써의 역할이지 PRM을 그 로 성과평가모델로 사용하기

에는 그 평가요소가 각 조직의 특성에 하지 않을 수 있

다. PRM은 EA의 추진을 한 결과  성과를 평가하는 모

델로는 평가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 특성에 맞는 성과

평가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2.4 조직의 성과평가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

EA의 성과평가 방향 정립을 해 조직의 성과평가  정

보화 성과평가 모델 등을 조사․분석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EA의 범 보다 좀 더 넓은 범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EA 성과평가에 직  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

다. 하지만 EA의 성과평가를 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에

서는 그 의미가 있다.

2.4.1 IT 솔루션의 성과평가

기업의 성과평가 모델은 기업의 자 부족, 문 인력 부

족, 정보화 효과에 한 인식부족 등으로 정보화 추진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IT 솔루션의 도입에 한 성과

평가 방법론으로써 매출증 , 비용 감 등 정보화 투자 효

과를 정량 으로 분석하여 IT 솔루션 도입의 성과평가  

효과를 검증하고, 업무  솔루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IT 솔루션 도입의 성과

를 평가하기 한 방법론 임워크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

기에는 환경 분석, 정보화 향도 분석, 정보화 성과지표 정

의, 정보화 성과평가, 종합 성과분석 등의 총 5가지로 단계

별 활동과 이에 한 세부 작업(Task)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IT 솔루션 도입의 성과평가로서의 정보화 기여도

와 성과평가의 세부 활동  지표는 EA성과평가 항목의 평

가요소로써는 용이 가능하지만 EA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라는 에서 EA 성과

평가에 맞는 평가요소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2.4.2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

정보화 투자에 한 성과평가는 1970년  조직의 업무, 

인간과 시스템간의 속 주의 평가에서 1980년 에는 정보

기술의 격한 성장에 따라 평가방법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정보화의 정 투자규모 제시, 

정보화 효과의 평가  계량화, 정보화의 수익성 분석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로는 

표 으로 IS Success(Information System Success: 정보시스

템 성공) 모델[9], BSC (Balanced Score Card : 일목균형요약

표) 모델[10], 3-Motion (Automation, Information, Trans- 

formation) 모델[11], 자정부의 효율성 측정을 한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12], Value Chain(가치사슬) 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들의 과 평가 요소는 

EA 성과측정 항목의 평가요소로써의 용이 가능하다. 각 

모델들은 성과를 평가하는 상  방법은 다르지만 EA의 

성과평가를 한 요소로써 용이 가능하여 이를 본 연구에

서는 일부 활용하 다.

2.5 6시그마에서의 성과평가

6시그마[13]는 경 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원

인을 통계 으로 측정,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체계

인 신 활동이다. 6시그마는 고객 에서 품질에 향

을 미치는 CTQ (Critical to Quality: 핵심요소)를 찾아 개선

하는데 을 둔다. 각 업종별 융업, IT산업, 의료, 유통, 

, 보안, 공공 부문 등 서비스업 반에서 6시그마가 

리 활용되고 있다. 6시그마를 기반으로 많은 방법론들이 존재

하나 표 으로 DMAIC(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14], DMADOV(Define, Measure, Analyze, Design, 

Optimize, Verify)[15] 방법이 존재한다.

6시그마는 경   조직의 성과 부분에 큰 향을 주었던 

개념이며 많은 방법론이 개발되었으나 이는 조직과 경 을 

상으로 하고 있고 EA를 상으로 하고 있진 않다. 본 연

구에서는 6시그마의 차와 방법  지표들을 참고하 다.

3. EA 성과평가 모델의 설계

본 장에서는 EA 성과평가 모델을 수립하기 해서 성과

평가 모델의 기반이 되는 범정부 PRM  미 연방 PRM과 

EA 성숙도 모델의 각 요소  성과와 련된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평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과평가 모델을 수립하기 해 EA의 목표와 원칙을 기

반으로 (그림 1)과 같이 5개의 평가 역과 13개의 평가항

목을 도출하 다. 2.2 에서 설명한 기존 EA 성숙도 모델의 

평가 역  평가지표 그리고 <표 1>과 같이 EA 목 을 

기반으로 도출한 지표를 종합하 다. 이 지표들과 PRM의 

평가 지표를 종합하여 복된 지표와 요소를 제거하고 각 

역에 맞는 지표를 재정립하 다.

평가 역별 분류체계는 도출한 지표와 역을 PRM의 

평가 역과 평가항목에 따라 재정립하 으며, 각 평가 역

과 평가항목에 반 되지 못한 일부 평가지표는 PRM에 평

가 역과 항목을 추가(인  자본 역, 인 자원 항목, 교육

훈련 항목)하여 반 하 다. 표  가시 경로의 경우, 도출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각 하  지표에 해 조사하고 이를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로 분류하여 지표별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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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A 성과평가 모델 임워크 

(그림 1) EA 성과평가 역  평가 지표의 도출

경로를 산출하 으며 각 평가지표에 한 평가방법을 효율

으로 표 할 수 있는 질문을 도출하여 평가결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작성하 다. (그림 1)은 성과 평과 역과 평가지

표의 도출 과정을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3.1 EA 성과평가모델 임워크

범정부 PRM과 기업의 성과평가 모델  범정부 EA성숙

도 모델을 활용한 성과 평가의 기본 요소를 체계화한 “성과

평가 모델 임워크”는 (그림 2)와 같이 역별 분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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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시경로, 성과평가 지표  양식으로 구성되며 최종

으로는 성과 제고와 품질향상을 목표로 한다.

역별 분류체계는 기 의 EA 황에 맞게 평가지표를 도

출하기 한 역으로 구분된다. 가시경로란 평가 항목별로 

평가지표간의 계를 정의한 것으로 정보화사업의 성과가 

조직의 업무  정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성과평가 지표  양식은 각 역별로 평가 지표와 

기  값, 목표 값 등에 한 내용을 평가 지표로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다.

3.1.1 EA 성과평가 모델의 역별 분류 체계

EA 성과평가 모델 역별 분류 체계란 평가지표의 유형

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로서 표 화된 성과평가 

지표 개발  성과 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모델은 단계

으로 평가 역 5개, 평가항목 13개로 구분되며 평가 항목 

별 30개의 평가지표로 구분된다. 평가 역은 업무기능성과, 

고객성과, 로세스, 인 자본 그리고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 역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있

다. (그림 3)은 성과평가 모델의 역별 분류 체계와 기존 

PRM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기존 PRM과의 차이는 고

객성과 역의 고객과 서비스 항목을 결합해 고객서비스 항

목으로 구성하 고 기존 PRM에서 개발 인 인 자본의 

역 분류와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제시하 다. 한 기술

역의 정보화 항목은 업무기능성과와 고객 역으로 포함시

켰다.

(그림 3) EA 성과평가 모델의 역별 분류 체계

3.1.2 EA 성과평가 모델 가시경로

성과평가 모델 가시경로는 <표 2>의 평가 항목(3.2 에

서 설명)에 하여 각 평가 항목별로 3가지 그룹(품질, 이용, 

효과)으로 구분하 다. 각 그룹에 한 구분 기 을 보면 평

가 항목내의 평가 지표가 어떠한 것의 품질에 한 것인 경

우에 는 품질 지표로 분류하 으며, 이용에 한 편의성  

활용성에 해서는 이용 지표로 분류하 다. 이러한 이용 

지표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는 지를 평가하는 지표는 

효과 지표로 분류하 다. 평가항목  이용 지표와 효과 지

표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표들은 이용 지표와 효과 지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지표이며 이를 이용  효과로 

표 하 다. 이러한 지표는 (그림 4)와 같이 각 평가 역별

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가시 경로에 한 평가 항목에 

하여 각 항목은 IT 성과에서 업무 성과로 향을 미치며 업

무성과 향상은 결국 고객성과로 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 5가지 평가 역 내의 평가 항목 사이의 계를 표 하

다. 실선은 같은 평가 역 내에 계를 나타낸 것이며, 

선은 다른 역으로 향을 미치는 계를 나타낸 것이

다. 이는 다른 에서 보면 (그림4)에서와 같은 지표의 경

우 IT 에서 성과를 나타내며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  성과가 앙 부분에 도출되며 그림의 상단

에 치한 지표의 경우 시스템으로써 고객이 얻는 성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EA 성과평가모델 가시경로

3.2 EA 평가지표

EA의 평가지표는 EA에 한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기반

으로 하는 척도의 특성상 EA의 이해당사자가 EA를 활용

(구축, 운 )하면서 인식한 것에 한 조사[16]를 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한, 질문의 비 기간과 그 결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평가 인원수가 많을수록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증가하는 면을 보인다. EA에 한 성과평가는 EA 

 정보시스템의 성과증진을 한 개선지침을 도출하는데 

요한 기 이 된다[17]. 평가 항목별 평가 질문과 수에 

한 정의는 <표 2>와 같다. 비고란은 각 평가지표가 도출

된 근거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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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질문 / 수 기  (5  척도) 비고

업무
기능
성과

공공
서비스

서비스 
정확도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개선시스템이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제공합니까?”
1 :  아님 ～ 5 : 매우 잘 이루어짐

PRM

서비스 
응답시간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개선시스템이 요청한 서비스에 해 빠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 매우 느림 ～ 5 : 매우 빠름

PRM

서비스
지원

업무 활용성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업무의 활용 범 가 넓어졌습니까?”
1 :  아님 ～ 5 : 매우 증가됨

EA 목

업무 효율성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되었습니까?”
1 :  아님 ～ 5 : 매우 증가됨

EA 목

업무 통보성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올바르게 통보되고 있습니까?”
1 :  아님 ～ 5 : 잘 통보됨

성숙도 모델

인원 효율성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업무에 참여해야 하는 인력에 한 효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1 : 매우 떨어짐 ～ 5 : 매우 효율

EA 목
PRM

자원 리

자원 활용성
a = 시스템의 자원 활용 수 b = 로젝트 상 자원 활용 수
(a / b) X 100(%)
1 : 0-20 ～ 5 : 81-100

EA 목

자원 효율성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개선시스템 사용시 자원 사용의 효율은 어떠합니까?”
1 : 매우 비효율  ～ 5 : 매우 효율

EA 목

자원 복성
“불필요하게 복된 자원의 수는 몇 개입니까?”
1 : 10+, 2 : 8-10, 3: 5-7, 4 : 2-4, 5 : 복 없음

EA 목

자원 공유성
a = 최  자원 공유 시스템 수 b = 평균 자원 공유 시스템 수
c = 최소 자원 공유 시스템 수 S = (a + 4 x b + c) / 6
반올림(S) = 수, 5 이상은 5

EA 목

고객
성과

고객
서비스

고객 편의성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개선된 시스템의 사용이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 매우 불편함 ～ 5 : 매우 편함

PRM

고객 만족도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개선된 시스템의 사용이 더 만족스러우십니까?”
1 :  아님 ～ 5 : 매우 만족

EA 목

로
세스

업무
로세스

규정고려 
정도

“시스템 사용 시 규정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합니까?”
1 : 규정에 거의 의존 ～ 5 : 거의 고려하지 않음

PRM

사고 처리율
“시스템 담당 직원이 사고가 발생하 을 때, 빠르게 처합니까?”
1 : 매우 느림 ～ 5 : 매우 빠름

PRM

리
로세스

평가방법 
구비성

“시스템의 정량  평가 방법에 한 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비되지 않음 ∼ 5  매우 잘 비됨

EA 목

지속  평가
“측정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1 : 계획 없음, 2 : 1달 1회, 3 : 1주 1회, 4 : 1일 1회, 5 : 시스템에 의한 자동 측정

EA 목

재무
로세스

의사결정 
신속성

“재무  의사결정에 한 기 시간이 정보화 투자에 어떠한 향을 미칩니까?”
1  매우 부정  ∼ 5  매우 정

EA 목

산낭비 
감률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개선된 시스템으로 인해 산이 많이 감되었습니까?”
1 : 낭비가 매우 심함 ～ 5 : 산 낭비가 거의 없음

PRM

인
자본

인 자원 참여도
“당신은 EA를 어느 정도(사용, 리, 활용)하십니까?”
1 : 거의 사용하지 않음 ～ 5 : 매우 극

성숙도 모델

교육훈련

교육훈련 
만족도

“교육 훈련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성숙도 모델

교육훈련 
주기

“교육 훈련 주기는 어떠합니까?”
1 : 계획 없음, 2 : 1년 1회, 3 : 분기 1회, 4 : 월 1회, 5 : 그 이상

성숙도 모델

기술

사용자
사용자 
요구사항

“개선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 : 0-20% ～ 5 : 80-100%

PRM

정보
데이터 
신뢰성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개선된 시스템에 한 데이터가 더욱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1 :  아님 ∼ 5 : 매우 잘 유지됨

PRM

시스템

표  수성
(표  수 시스템 수 / 체 시스템 수) × 100(%)
1 : 0-20 ～ 5 : 81-100

EA 목

근 편의성
“타 시스템에 근하기가 편리해 졌습니까?”
1  매우 불편함 ∼ 5  매우 편리함

EA 목

시스템 
복성

“동일 기능에 한 시스템 복 수는 어떠합니까?”
1 : 악불가, 2 : 10∼8, 3 : 7∼5, 4 : 4∼2, 5 : 복없음

EA 목

시스템 확장 
편의성

“정보화 요구에 따른 시스템의 추가  확장이 용이합니까?”
1 : 매우 불편함 ～ 5 : 매우 용이함

EA 목

시스템 수정
편의성

“정보화 요구에 따른 시스템  일부 시스템의 수정이 편리합니까?”
1 : 매우 불편함 ～ 5 : 매우 편리함

EA 목

비용

투자 합성
(이득 / 비용) X 100 (%)
1 : 100 미만, 3 : 100, 5 : 100 이상

EA 목

총비용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개선된 시스템의 총 비용이 감되었습니까?”
1 : 매우 증가함 ～ 5 : 매우 감됨

PRM

<표 2> 평가 역별 평가항목  지표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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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 요소

서비스 
정확도

ER = EA에 정해진 서비스의 오류 개수
EA = 보고된 실제 발생 서비스 오류 개수
EE = 향후 발생 오류 개수의 측

서비스
응답시간

TR = EA에 정해진 특정 서비스 응답시간
TA = 실제 특정 서비스 응답 시간
CTA = 보고된 응답 시간이 과한 서비스의 개수
ECTA = 응답 시간 과 서비스 개수의 측

...

<표 4> EA 평가 지표별 평가요소

수 기

1 
(인식)

▪평가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의 필요성은 느끼나 평가하고 있지 않다.
▪평가 요소에 해서 EA 수 으로 정의하거나 리
하지 않는다.

2
(설정  
수행)

▪평가 요소를 비정규 이고 간헐 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지표별 평가 요소를 식별하 다.
▪EA 수 에서 평가 지표별 정량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3
(만족)

▪EA 수 에서 만족하는 평가 결과를 가진다.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수행하고 있으나 
비정규 , 간헐 , 즉흥 으로 수행하고 있다.

▪ 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측을 하지 
못한다.

4
( 측과 

리)

▪개선에 따른 평가 요소별 측을 수행한다.
▪문제와 개선, 피드백 등을 EA 수 에서 기록  
리하고 있다.

▪기록된 내용을 향후 유사 문제에 활용한다.
▪유동  변경  개선 차가 존재한다.

5 
(자동화 

 
최 화)

▪평가를 시스템 수 에서 자동으로 수행한다.
▪평가에 변동사항을 시스템 수 에서 이해당사자에
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지속  개선 계획과 개선 차가 존재한다.

<표 3> EA의 평가 지표별 수 기

측정 지표 1  -> 2  개선 지침 2  -> 3  개선 지침 3  -> 4  개선 지침 4  -> 5  개선 지침

서비스 
정확도

1. ER, EA를 측정하고 있다.
2. ER < EA
3. EE를 측하지 못한다.

1. ER >= EA
2. EE를 측하지 못한다.

1. EE를 측한다.
1. EE의 감소를 한 지속  

개선 차가 존재한다.

서비스
응답시간

1. TR, TA, CTA를 측정하고 
있다.

2. CTA < ER
3. ECTA를 측하지 못한다.

1. CTA >= ER
2. ECTA를 측하지 못한다.

1. ECTA를 측한다.
1. ECTA의 감소를 한 지속

 개선 차가 존재한다.

...

<표 5> EA 평가 지표의 각 수별 개선 지침

3.3 EA 평가 지표  개선지침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은 5  척도에 따라서 개인이 인지

하고 있는 EA에 한 의견이나 생각  단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EA  정보시스템에 한 태도에 향

을 주고 이는 결국 개인이 EA  정보시스템을 통해 얻는 

성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16, 18].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평가모델은 이해당사자의 EA에 한 인식을 평가하여 

얻어진 결과를 정량 인 평가기 으로 정의하여 각 평가

수에 한 기 을 수립하고 상  수 으로 EA를 발 시켜

나가기 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하 다. 이러한 발  

방법에 한 지침을 마련하기 해 우선 <표 3>와 같이 각 

수 별 기 을 마련하 다.

수 1은 인식 단계이다. 이 단계는 평가의 필요성은 인

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행은 하고 있지 못하는 단계로 EA 

 시스템의 도입 기 단계에 EA를 용하고 활용하려는 

단계를 말한다.

수 2는 설정  수행 단계로써 각 평가 지표별 목 과 

평가 요소를 EA 수 에서 정의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

이다. EA의 응과 활용도는 높으나 오류 사항이 빈번하고 

이에 처하는데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 실제 평가에 

투입되는 노력과 자원이 상 으로 은 수 을 의미한다. 

한 상  수 에서 측정  평가의 필요성을 EA 수 으로 

정의하고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수 3은 만족 단계이다. 이 단계는 EA의 도입 목 에 

합한 수 으로 EA가 성과를 발생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시스템은 기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

나 지속 인 개선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EA 수 에서 명문화하여 EA를 사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용할 수 있는 수 을 의미한다.

수 4는 측과 리 단계이다. 이 단계는 더 많고 좋은 

성과를 발생하기 해 EA의 지속 인 개선을 수행하고 있

으며 이러한 개선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측

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의 오차 범 는 

각 조직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 으로 5% 유의수 에 만

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이러한 개선의 원인과 해

결  피드백을 기록하여 반 인 성과 증진과 목표 달성

을 해 EA를 리한다.

수 5는 자동화와 최 화 단계이다. 이 단계는 EA가 궁

극 으로 도달해야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부분이 시스템 

수 에서 자동 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특정 유

의 수 에서 벗어나거나 목표 수 에 도달하 을 때 이해당

사자에게 자동 으로 통보할 수 있는 자동화가 첫 번째 목

표이다. 두 번째는 각 평가 목표 달성의 결과를 최 화하기 

해 지속 인 개선을 수행하는 최 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 으로 마련한 EA 평가 지표별 평가요소  

수별 개선지침은 <표 4>, <표 5>와 같다. 평가지표를 설명

하기 해 각 수별 기 을 근거로 평가 요소를 도출하

다. 아울러 논문 지면상 모든 평가요소를 모두 다 표 하지

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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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정부 EA 성숙도 모델 (성과 리 역)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 (평가 역)

B 기 1

업무기능성과* 2.4

고객성과 2.5

로세스 2.6

인 자본 2.5

기술 2.8

종합 2.7

C 기 2

업무기능성과 3.4

고객성과 3.1

로세스
*

2.7

인 자본 3.4

기술 3.4

종합 3.2

D 기 1

업무기능성과 2.8

고객성과 3.5

로세스
*

2.1

인 자본 3.0

기술 2.9

종합 2.9

* EA 성숙도모델에서 성과 리 항목은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의 로세스 역 하 의 리 로세스 항목에 포함됨.

<표 7> 범정부 EA성숙도 모델과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의 성과 평가 결과

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 수

업무기능

성과

(2.4)

공공서비스

(2.0)

서비스 정확도 2

서비스 응답시간 2

서비스지원

(2.3)

업무 활용성 2

... ...

자원 리

(3.0)

자원 활용성 3

...

...

<표 6> B기 의 EA 성과평가모델의 성과평가 결과를 들어, 서비스 정확도의 경우 서비스 정확도를 표

할 수 있는 오류의 개수를 고려하여 EA 수 에서 설정된 

오류의 개수, 실제 정보시스템에서 발생된 오류의 개수와 

수 4  기 에 필요한 오류 개수의 측 부분을 도출한 

것이다.

4. 용사례를 통한 검증

본 장에서는 제안 하고자 하는 EA 성과평가 모델의 용

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해 3개 기 에 용하여 성과평

과를 평가하 고 그 결과의 제시  기존 모델들과의 상이

을 비교 평가하 다.

4.1 용성 검증을 한 평가 

본 장에서는 정부 부처  3개 기 (B기 , C기 , D기

)에서 운  인 EA를 기반으로 기존의 범정부 EA 성숙

도 모델의 성과 리 역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EA 성과평

가 모델을 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의 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표 6>은 B기 의 범정부 EA성숙도 모델에서 제안한 

성과평가모델을 용하여 성과 평가한 결과이다. 평가 결과

의 양이 방 하기 때문에 일부 평가 결과만 기술하 다. 서

비스 정확도  서비스 응답시간의 평가지표에 한 평가 

결과는 각 2  이었으며, 평가 결과의 산술평균 값(반올림)

이 공공 서비스 평가항목의 평가 결과가 된다. 그리고 각 

평가 항목(공공 서비스, 서비스 지원, 자원 리)의 산술평

균 값(반올림)의 결과가 평가 역(업무기능성과)에 한 평

가 결과 값이 된다.

<표 7>은 3개 기 에 범정부 EA성숙도 모델의 성과 리 

역과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의 평가 역을 용하여 평가

한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범정부 EA성숙도 모델(성과 리 역)을 용한 결과는 

각 기 별로 1, 2, 1 으로 산출되었다. 제안한 성과평가 모

델과 다른 결과로 나타난 이유는 범정부 EA 성숙도 모델은 

성과 리 역 평가에 한 평가요소가 미흡하며, 평가방법

구비성  지속  평가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범정부 EA 성숙도 모델에서는 표  수와 규정고려의 

경우 리 역에 포함되어 성과 리 역과는 별개의 역

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의 경우 성과평가를 해 

EA의 특징  PRM 등을 기반으로 한 평가요소를 제안하

기 때문에 <표 8>과 같이 자세한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개선 지침에 따른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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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약어 설명 개선지침

업무

성과
공공 서비스

서비스

정확도

ER = EA에 정해진 서비스의 오류 개수

EA = 보고된 실제 발생 서비스 오류 개수

EE = 향후 발생 오류 개수의 측

1. ER >= EA

2. EE를 측하지 못한다.

서비스

응답

시간

TR = EA에 정해진 특정 서비스 응답시간

TA = 실제 특정 서비스 응답 시간

CTA = 보고된 응답 시간이 과한 서비스의 개수

ECTA = 응답 시간 과 서비스 개수의 측

1. CTA >= ER

2. ECTA를 측하지 못한다.

... ... ... ... ...

<표 8> B기 의 EA 성과 향상(2 →3 )을 한 평가지표에 한 개선지침

제안한 평가모델의 개선 지침은 <표 4>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일 된 기 을 근거로 그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범정부 성숙도 모델의 경우에는 각 성숙 수 에 따

라 지침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성숙도 수 별로도 별개의 

수가 존재한다.

즉,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은 기 이 유사하기 때문에 성

과와 련된 평가요소의 평가와 그 결과의 개선을 한 지

침으로 일 성 있게 구성되어 있으나 범정부 EA 성숙도 모

델의 경우에는 EA를 성숙시키기 한 지침이 부분으로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유용성 검증을 한 평가  개선지침

본 연구에서 제안한 EA 성과평가 모델의 개선 지침을 기

반으로 <표 7>에서 도출된 결과를 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지침의 활용 방법을 기술하 다.

4.2.1 EA 성과 향상을 한 개선 지침

<표 7>에서 B기 의 EA를 평가한 결과는 평균 2.7 으

로 평가되었다. <표 5>에서 제안한 개선지침을 기반으로 B

기 의 성과를 3 으로 향상시키기 해 개선해야 할 평가 

지표에 한 개선 지침을 <표 8>와 같이 도출하여 제안한 

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4.2.2 지속  성과향상을 한 지침

본 연구에서 제안한 EA성과평가 모델은 EA의 지속  성

과향상을 해 다음과 같이 확장할 수 있다. 첫째, EA의 성

과를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지속 으로 평가한

다. 둘째, 평균 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는 향상이 요구되

는 지표를 식별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의하여 EA 

수 에서 명시한다. 셋째, 요소를 평가하고 결과를 개선하기 

한 방법과 차를 EA 수 에서 명문화한다. 마지막으로 

마련한 방법과 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러한 지침은 지속 이고 주기 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 4∼5 의 평가를 얻었다면 추가 인 평가 지표와 평가 

요소를 개발하고 도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EA 성과평

가 모델을 확장  발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3 기존 모델들과의 비교

앞에서도 언 했듯이 재는 EA에 한 성과평가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EA성숙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와 PRM에

서 제시한 성과평가 지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의 성과평가 지표에 한 상호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특․장 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모델들에 한 성과평가 

지표에 한 비교는 <표 9>와 같다.

<표 9>의 비교를 통해 기존 모델들과의 상이  등을 살

펴보면 첫째, EA성숙도의 경우에는 활용 역에 성과 리 

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EA의 성과평가에 한 세부 인 

지침은 존재하지 않으나 평가 지표와 지속 인 평가에 한 

언 은 있다. 한 표 을 수하 는지 규정은 어느 정도 

수 하 는지에 해서만 언 하고 있다.

둘째, 범정부 PRM에서는 본 논문에서 많은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활용하 다. 그러나 PRM은 EA의 특징  EA를 

통해 얻는 장 에 한 성과지표가 상당 수 들어 있지 않았

다. 한 평가를 한 세부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기 별로 

특성 있는 지표를 용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그러므로 

PRM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성과평가 모델의 차이는 EA의 

특징에서 도출한 평가지표에 한 차이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에서는 EA의 도입  

성과에 한 효과 평가 기   은 제시하고 있으나 실

질 인 세부 지표  측정 방법은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4.4 PRM과의 비교를 통한 지표의 필요성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PRM과 제안 모델을 B, C, D 기

에 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PRM의 경우는 각 

기 별로 2.9/3.4/2.9 이 나왔으며, 개선 지표로 도출된 것

은 각각 4/4/3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경

우에는 각각 2.7/3.2/2.9 이 나왔으며, 개선 지표는 각각 

9/13/5 개씩이다. 개선지표는 평균보다 낮은 수를 얻은 지

표를 선정한 것이다. 이의 용 결과는 <표 10>과 같다.

측정 결과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 제안 모

델은 PRM에서 도출된 개선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

안 모델이 PRM의 지표를 수용하 기 때문이다. 둘째, 제안 

모델은 PRM 보다 많은 성과지표를 제공한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것은 개선지표  <표 10>에서 Bold체로 표기한 

지표들이다. 이는 각 기 에서 우선 으로 개선해야 할 지

표(평가 결과, 가장 낮은 수 획득)임에도 불구하고 PRM

은 이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부분 으로 도출하 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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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RM 제안 모델

B

기

평 2.9 2.7

개선지표
**

서비스 정확도(2)
*

서비스 응답시간(2)

업무 활용성(2)

근 편의성(1)

서비스 정확도(2)

서비스 응답시간(2)

업무 활용성(2)

근 편의성(1)
***

자원 활용성(2)

고객 편의성(2)

지속  측정(2)

교육훈련주기(2)

규정고려정도(1)

C

기

평 3.4 3.2

개선지표

업무 활용성(3)

자원 공유성(3)

산낭비 감율(3)

사용자 요구사항(3)

업무 왈용성(3)

자원 공유성(3)

산낭비 감율(3)

사용자 요구사항(3)

업무 통보성(3)

자원 활용성(3)

자원 복성(3)

규정고려 정도(3)

교육훈련주기(3)

표  수성(3)

참여도(2)

평가방법구비성(2)

지속  평가(2)

D

기

평 2.9 2.9

개선지표

서비스 정확도(2)

산낭비 감율(2)

데이터 신뢰성(2)

서비스 정확도(2)

산낭비 감율(2)

데이터 신뢰성(2)

자원 복성(2)

의사결정 신속성(1)

*   ( )는 평가 수임.

**  평균보다 낮게 평가된 지표를 선정.

*** Bold 체로 표 한 것은 수가 가장 낮은 개선 지표이며, 우선

으로 다루어야할 개선지표임.

<표 10> PRM  제안 모델의 용 결과

제안한 성과평가모델
EA 성숙도 

모델
PRM

제안 

모델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 지표

업무

기능

성과

공공서비스
서비스 정확도 O O

서비스 응답시간 O O

서비스지원

업무 활용성 O O

업무 효율성 O O

업무 통보성 O

인원 효율성 O O

자원 리

자원 활용성 O

자원 효율성 O

자원 복성 O

자원 공유성 O O

고객

성과
고객서비스

고객 편의성 O O

고객 만족도 O O

로

세스

업무 로세스
규정고려 정도 △ O

사고 처리율 O

리 로세스
평가방법구비성 O O

지속  평가 O O

재무 로세스
의사결정 신속성 O

산낭비 감률 O O

인

자본

인 자원 참여도 O

교육훈련
교육훈련만족도 O

교육훈련주기 O

기술

사용자 사용자 요구사항 O O

정보 데이터 신뢰성 O O

시스템

표  수성 O O

근 편의성 O O

시스템 복성 O

시스템 확장 편의성 O O

시스템 수정 편의성 O

비용
투자 합성 O O

총비용 O O

<표 9> 기존 모델의 성과평가 지표와 비교

PRM의 평가 지표가 제안 모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

한 것이다.

각 기 에 용한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평가 지표가 추가 으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PRM을 용할 경우, 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 개선 지표 (<표 10>  Bold 체)를 식별하지 못한다. 핵

심 인 문제를 식별하기 해선 평가 기 의 목표  시사

과 성숙도를 고려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PRM은 평가 모델로써 재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 본 연구 모델은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환경 평가(e.g. 지속  평가, 평가방법구비

성 등)와 같은 향후 성과 향상을 고려한 지표가 포함되어있

다. 평가의 목 과 이유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와 같은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5. 결  론

공공부문 EA는 지난 2006년부터 본격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기 에 따라 활용  운  수 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며 각 기 별 EA의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성숙도 측정 

이외에는 이 다 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

의 범정부  미 연방 성과참조모델과 OMB  범정부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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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 모델을 분석하여 성과 평가를 한 업무성과, 고객

성과, 로세스, 인 자본, 기술의 5개 평가 역과 13개 평가

항목, 30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 EA 성과평가 모델을 제안

하 다.

이 게 제안한 모델을 검증하기 해서 3개 기 에 기존

의 EA평가 모델과 제안한 평가모델을 용하여 비교 분석

을 하 으며 이를 통해 용성  유용성도 검증하 다. 그

리고 제안한 모델의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지침과 지속

인 성과향상 지침의 활용 방법도 함께 제시하 다. 한, 제

안한 EA 성과평가모델과 기존의 EA성숙도 모델, PRM, 정

보화 성과평가 모델의 비교를 통해 특․장 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세 

가지 한계 이 도출되었다. 첫째, 일반성이 결여 되었다. 이

는 기 내의 모든 조직을 상으로 하 어야 했으나 시간  

 조사환경의 한계성으로 인해 일부 부서만을 상으로 조

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이 발생하 다. 두 번째 한계

은 분석의 수 (Level of Analysis)이 높지 않다는 것이

다. 각 조직의 EA 구성 목 이 다르기 때문에 EA의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EA의 

특징  EA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 과 EA 성숙도 

모델, PRM을 기 으로 도출하 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을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이 존재한다. 마지막 한계 으로는 

각 평가요소의 도출 차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

구가 EA의 성과평가를 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조직에서도 본 연구의 내용을 조정하여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보다 정확하고 객 인 성과 평가를 

해 성과평가 지표  성과평가 요소를 도출하기 한 평

가 로세스  메트릭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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