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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rvices are provided by many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 order to satisfy various needs of customers. 

As the modern IT systems become larger and more complex, it becomes more difficult for IT organizations to provide 

IT services. So, the IT organizations have applied or are planning to apply ITIL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Library) in order to provide IT services systematically. The ITIL v3 was revised on July 2011 and have 5 categories, 

37 processes, and 113 sub-processes. Therefore, it is known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satisfy all processes of ITIL 

v3. If we can concentrate on the core processes of ITIL v3, we will be able to provide IT services more efficiently. 

The processes of ITIL v3 are defined as some processes influences other processes. Therefore, the core processes 

can be established using related techniques. We searched for previous research and related information, but we could 

not find any related research. In this study, we had applied the ANP (Analytic Network Process) techniques to find 

the core processes of ITIL v3. We expect that IT services will be provided more efficiently because we can be concentrate 

on the core processes of ITIL v3, which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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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정부 통합 산센터는 공공기 의 서버를 한 곳에 

취합하여 IT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서비스

하고 있다. 융권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

족시키기 하여 IT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하

고 있다. 한 많은 기업들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하여 IT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TIL은 국에서 태동되었으며 IT서비스의 유

지보수에 한 최우수 사례를 집 성한 라이 러

리로 출발하여, IT서비스 유지보수 장에서 그리

고 자격증으로 상을 높이고 있다. ITIL은 발표 

후 v2를 거쳐 ITIL v3를 2007년 5월에 발표하

고, 2011년 7월에 업데이트를 거쳐서 불분명했던 

로세스들에 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 고, 

일 성 문제  오류를 교정하 다. 

<Table 1>과 같이 20011년 7월에 개정된 ITIL 

v3 버 은 재 5개의 그룹, 37개의 로세스와  

113개의 하  로세스들로 구성되었다(Kempter 

and Kempter, 2011).

IT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통합 산센터처

럼 서버를 한 곳에 취합하여 하드웨어를 리하여 

서비스 하는 유형이 있는 반면, 응용 소 트웨어를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은 응용 소 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 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분

류할 수 있다. 유지보수 조직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

추어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IT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로세스 가 치가 다를 수 있고 핵심 

로세스가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응용 소

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어느 로세스에 

집 해야 하는 지, 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어

느 로세스에 집 해야 하는지, 인 라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어느 로세스에 집 해야 하는 지를 

분석한 후, 핵심 로세스에 집 하는 것이 좀 더 

효율 으로 I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Group Processes

Service
Strategy

Strategy management for IT Services

Service Portfolio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for IT Services

Demand management

Business relationship management

Service
Design

Design Coordination

Service Catalogue Management

Service Level Management

Risk Management

Capacity Management

Availability Management

IT Service Continuity Managemen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Compliance Management

Architecture Management

Supplier Management

Service
Transition

Change Management

Change Evaluation

Project Management
(Transition Planning and Support)

Application Development

Release and Deployment Management

Service Validation and Testing

Service Asset and Configuration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Service
Operation

Event Management

Incident Management

Request Fulfillment

Access Management

Problem Management

IT Operations Control

Facilities Management

Application Management

Technical Management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Service Review

Process Evaluation

Definition of CSI Initiatives

Monitoring of CSI Initiatives

<Table 1> ITIL Processes Defined by ITIL 2011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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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L v3에서는 IT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로

세스와 로세스 간의 향력을 정의하고 있다

(Kempter and Kempter, 2011). 그러므로 로세

스 간의 향력을 이용하면 핵심 로세스를 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탐색한 결과 로세

스 간의 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와 ITIL의 계

층 인 구조를 AHP 기법에 입하여 ITIL 핵심 

로세스를 산출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AHP 모

형은 요소 간의 수직 인 향력만을 이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서, 수직 이고 수평 인 

향력을 부 정의하고 있는 ITIL 로세스에 한 

올바른 핵심 로세스를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ANP 기법은 요소 간의 수직 , 수평 인 향

력을 네트워크로 모형화 하여 문제를 해결하므로, 

ITIL 핵심 로세스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

출된 핵심 로세스에 집 한다면 IT서비스 유지

보수 비용을 감하고 용이하게 서비스 수 을 향

상시킬 것으로 기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NP 

모형을 이용하여 ITIL 핵심 로세스를 산출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은 제 2장은 선행연구와 이론 인 기반

을 살펴보고, 제 3장은 연구목표와 방법  ITIL 

v3 ANP 네트워크 모형을 도출하고, 제 4장에서

는 ANP 모형으로 설문을 수집하고 제 5장에서는 

수집한 설문을 분석하고 제 6장에서는 결론을 제

시하 다.

2 이론  배경과 련연구

2.1 AHP(Analytic Hierachy Process)와

ANP(Analytic Network Process) 기법

ANP기법은 1996년 Tomas L. Saaty 교수가 개발

한 것으로, 1970년에 개발된 AHP(Analytic Hierachy 

Process)를 일반화 한 것이다(Saaty, 1996). AHP 

기법은 <Figure 1>과 같이 구성 요소들을 계층

으로 정의하고, 각 요소의 상  요도를 산정하

는 기법이다.

<Figure 1> Example of Hierachy Structure

AHP에서는 요소들을 독립 으로 간주하지만, 실

제로는 각 요소들이 서로 련이 있고 수직 인 

계 외에 수평 인 상호 계로 존재하므로, 계층구

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Figure 2>와 같

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여 수직 인 향은 

물론 수평 인 향까지 고려한 상 인 요도

를 산정하는 기법으로 확장하 다(Choi and Song, 

2011).

<Figure 2> Example of Network Structure

AHP 기법은 요소를 수직 인 계층으로 분류하

여 의사결정문제에 근하지만, ANP는 요소 간의 

수평 이고 수직 인 상호작용과 종속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모형으로 근한다(Cho and Kim, 2012). 

AHP는 상  요소와 하 요소를 엄격하게 계층으

로 분류한 단방향 구조라면, ANP는 수직   수

평 , 내부  외부 요소간의 상호작용과 종속성을 

고려한 양방향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상 와 하

요소간의 수직 , 수평  상 계가 존재하는 

문제에는 계층구조 형인 AHP 기법을 사용할 수 

없고, 네트워크 모형인 ANP 기법을 이용하여 해결

해야 한다(Shim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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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련연구의 검토

ITIL 로세스에 한 련 연구를 조사한 결과, 

견기업을 상으로 ITIL v2를 이용하여 ITIL 서

비스 리시스템 구축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

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리 로세스 표 화, 기

존 정보시스템을 고려한 IT시스템 설계  구축이 

요하고, IT 운 조직에 해서는 로세스 심

의 리가 요하다고 제시하지만(An et al., 2008) 

핵심 로세스 도출과는 거리가 있는 연구이다.

공공부문에서 IT거버 스 으로 ITIL서비스

를 리할 수 있도록 ITIL 리모델을 연구(Kim 

et al., 2014)하 고, ITIL v2를 기반으로 IT서비스

에 한 평가지를 작성하여, IT서비스 개선을 연구

(Kim et al., 2009)하 고, ITIL v2의 서비스 지침

을 마련하기 하여 사례를 심으로 연구(Choi, 

2006)하 지만, ITIL의 핵심 로세스 도출과는 거

리가 있는 연구이다.

IT서비스를 베테랑의 지식에 의존하여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ITIL v2와 v3의 ITIL 

로세스에 하여 모범사례를 이용하여, 련자들이 

수를 부여하여, 로세스를 정량화하는 방안에 

하여 연구하 다(Lee et al., 2010). 이 연구는 

로세스를 정량화하여 핵심 로세스를 도출할 수 

있다는 연구이지만, 로세스 간의 련성은 고려

하지 않은 연구이다.

ITIL v3는 규모가 방 하여 소기업에 용하

기 어려우므로, 소기업에 용하기 하여 ITIL 

v3 의 로세스에 하여 수를 부여하여 로세

스의 우선순 를 도출한 연구가 있다(Seo et al., 

2010). 하지만 이 연구도 로세스 간의 련성은 

고려하지 않은 연구이다.

로세스 간의 련성을 이용한 연구로는 AHP 

기법을 용하여 ITIL v2 핵심 로세스를 산출

한 연구(Lee and Kim, 2005)와 지식 리 회사를 

상으로 ITIL v2 핵심 로세스를 산출한 연구가 

있다(Wan et al., 2011). 하지만 AHP 방법론은 

요소간의 수직 이고 단방향인 종속성만을 이용하는 

기법으로, ITIL의 수직 이고 수평 이며 양방향

인 향도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이다.

이상과 같이 ITIL 핵심 로세스 도출을 한 

ITIL에 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로세스간의 

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요 로세스를 도출하려는 

연구와, AHP 기법을 용해 로세스 간의 수직

이고 단방향 종속성만을 용한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 지만, 수직 이고 수평 이며 양방

향 인 계성이 존재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ITIL 

v3의 정확한 핵심 로세스를 산출했다고 하기에

는 미흡한 것으로 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IL v3에서 규정한 로세

스 간의 향력과 ANP 기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로 모형화하여 핵심 로세스를 산출하고자 한다. 

2.3 ANP 용 사유와 용 차 

<Figure 5>과 같이 ITIL v3의 계층 구조의 

로세스를 AHP 기법에 용하면, 핵심 로세스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HP 기법은 요소 

간의 수직 인 종속성만을 이용하는 기법이므로, 

ITIL v3 로세스 간의 수직 이고 수평 이며 양

방향 인 향력을 온 히 용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핵심 로세스에 집 하지 못하고, 비핵심 

로세스에 집 하여, 만족스러운 IT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결국에는 원하는 IT서비스 제공을 

하여 더 많은 로세스에 집 해야 하며, 그로 인

하여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하되는 부작

용이 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ITIL v3 로세스

의 수직 이고 수평 인 향도를 온 히 처리할 

수 있는 ANP 기법을 이용하여 핵심 로세스를 도

출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P 문제해결 단계는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Lee et al., 2009). 첫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 모형

을 구축하는 것으로 평가 요소에 한 상  카테고

리와 카테고리 내에 하  요소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구축한 네트워크 모형에 합한 설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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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uper Matrix

<Figure 4> Example of Network Structure

Node C1 C2 C3 C4 C5

C1 W11 W12 W13 W24 W25

C2 W21 W22 W23 W24 0

C3 W31 W32 0 W34 W35

C4 W21 W42 W43 W44 W45

C5 W51 0 W53 W54 W55

<Table 2> Super Matrix of Network Structure in <Figure 4> 

작성하여 문가의 의견을 수집한다. 세 번째 단계

로 ANP 기법에서는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수퍼 매

트릭스라는 행렬을 통해 표 하므로, 구축한 ANP 

네트워크 모형을 수퍼 매트릭스(W)로 구성한다.  

<Figure 3>의 수퍼 매트릭스 행렬은 좌측에 C1, 

C2, … Cn으로 구성된 평가요소가 있고, 각각의 평

가요소는 상  m개의 평가요소 C1, C2, …, Cn개를 

포함하고 있다. 행렬은 요소 간의 계를 의미하며, 

계가 없는 경우에는 0 값으로 표 한다. 마지막 

단계로 요소간의 가 치를 도출하기 하여 수퍼 매

트릭스를 변환한다. 수퍼 매트릭스 값을 계속 곱하

면 행렬 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평형상태에 수렴

하게 되는 데, 이때 행렬 값이 최종 가 치가 된다.

요소 간의 향 계를 화살표로 표 한 ANP 모

형이 <Figure 4>와 같을 때 수퍼 매트릭스로 표

하면. C1은 C1, C2, C3, C4, C5 모든 요소에 향을 

주므로 W11, W12, W13, W14, W15 행렬에 값이 

입력된다. C2는 C1, C2, C3, C4에 향을 주므로 

W21, W22, W23, W24에 입력하고 W25에는 0 값

을 입력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C3, C4, C5 노드 

간의 향 계를 입력하면 <Table 2>와 같은 수퍼 

매트릭스가 도출된다.

3. 연구 과제의 목표  방법

3.1 연구 과제 목표 설정

IT서비스는 응용소 트웨어 주의 서비스, 랫

폼 주의 서비스, 인 라 주의 서비스 등이 존재

하고, 종류 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ITIL 핵심 로

세스도 다를 수 있다고 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

반 으로 사용하는 업무 어 리 이션 서비스를 제

공하는 IT 시스템에 하여 ITIL 핵심 로세스를 

산출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 ITIL v3 로세스를 조

사한다. 두 번째, ITIL 로세스 간의 향도를 분

석하여 ANP 모형으로 설계한다. 세 번째, ANP 모

형을 이용하여 설문을 수집하고, 마지막으로 수집한 

설문을 통하여 ITIL 핵심 로세스를 도출한다.

3.2 ANP 기법의 용 차

ANP 기법을 용한  ITIL 핵심 로세스 산출  

차는 아래와 같다.

[1단계] ITIL 카테고리 설정 : ITIL v3 로세스에 

하여 카테고리를 설정한다.

[2단계] ANP 모형 설계 : 로세스 간의 향을 기

반으로 ANP 네트워크 모형을 설계한다.

[3단계] 설문 수행 : ANP 모형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자의 의견을 수집한다.

[4단계] ITIL 로세스 요 가 치 산출 : 수집된 

설문을 기반으로, ANP 수퍼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ITIL 로세스 가 치를 산출하

여 핵심 로세스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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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L v3

Service Strategy Service Design Service Transition Service Operation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Strategy 
management(S1)

Service Portfolio
management(S2)

Financial
management(S3)

Demang 
management(S4)

Business Relationship
management(S5)

Design coordination(D1)

Service catalog management(D2)

Service Level management(D3)

Risk mangement(D4)

Capacity management(D5)

Availability mangement(D6)

IT continuity mangement(D7)

IT security mangement(D8)

Compliance mangement(D9)

Arcitecture mangement(D10)

Supplier mangement(D11)

Change management(T1)

Change evaluation(T2)

Project management(T3)

Appliance develop(T4)

Release deployment(T5)

Service validation/test(T6)

Service asset & configuration 
mangement(T7)

Knowledge mangement(T8)

Event management(O1)

Incident management(O2)

Request Fullfillment(O3) 

Access management(O4)

Problem management(O5)

IT operation control(O6)

Facilities management(O7)

Application managment(O8)

Technical management(O9)

Service review(C1)

Process evaluation(C2)

Definition of CSI 
initiatives

(C3)

Monitoring of CSI 
initiatives

(C4)

Category

Process

<Figure 5> The Hierarchy Diagram of ITIL v3 

3.3 ITIL 카테고리 설정

[1단계] ITIL 카테고리 설정단계 : ITIL을 ANP

로 모형화하기 한 작업으로서 ITIL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로세스를 정의하는 단계이다. ITIL v3

는 <Figure 5>와 같이 계층화되어 있으므로 계

층화된 카테고리와 로세스를 ANP 모형으로 

용하 다. 

연구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하여 각 로세스

에 기호를 부여하 다. 서비스 략은 S1부터 S5, 

서비스 설계는 D1부터 D11, 서비스 환은 T1부

터 T8, 서비스 운 은 O1부터 O9, 지속  서비스 

개선은 C1부터 C4로 기호화하 다

3.4 ANP 모형을 한 ITIL v3 로세스 간의 

향도 분석

[2단계] ANP 모형 설계 단계 : ITIL을 ANP로 

모형화하기 한 두 번째 작업은 모든 로세스

에 하여, 각 로세스 간의 향력을 분석해야 

한다. ITIL 로세스 간의 향력은 Wikipedia 

ITIL Wiki의 ITIL Process Maps에 정의되어 있

다(Kempter and Kempter, 2011). 본 연구에서는 

ITIL Wiki에서 정의한 향력을 이용하여 ANP 

모형을 설계하 다. ITIL wiki는 모든 로세스의 

향을 <Figure 6>과 같이 향맵으로 정의하

고, 로세스 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세 가지 종

류로 정의하 다. 첫 번째는 IT 조직 외부 로세

스와의 향, 두 번째는 외부 카테고리 로세스

와의 향, 세 번째는 카테고리 내부 로세스와

의 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Figure 5>의 카테고리와 로세스

만을 이용하여 가 치를 도출하는 연구이므로, 연

구와 련 없는 <Figure 6>의 첫 번째, IT 조직 

외부 로세스와의 향 요인은 연구에서 제외시

켰다. 한 113개의 하  로세스도 연구 상이 

아니므로 <Figure 6>의 앙에 표시된 하  

로세스를 제외하여, <Figure 7>과 같은 향맵을 

도출하 다.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향을 

주는 순서 로 ①번부터 ⑤번까지 번호를 부여하

다. 번호 순서 로 ①, ②번은 ③번 로세스에

게 향을 주고 ③번 로세스는 ④, ⑤번에게 

향을 다. 

먼 , 세 번째 향인, 카테고리 내부 로세스 

간의 향을 설명하면, <Figure 7> ②번의 동일 

카테고리의 S2, S3, S4, S5 로세스들은 ③번 S1 

로세스에게 향을 다. 그러므로 <Table 3>

의 좌측 S2, S3, S4, S5 로세스에 한 상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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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of ITIL v3 Service Strategy

<Figure 7>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Necessary Element between Processes of Strategy Management(S1) v3

로세스 치에 ○표를 기입한다. 한, <Figure 

7> ③번 S1 로세스는 ④번 S2, S3, S4, S5 로

세스에게 향을 주므로 <Table 3>의 좌측 S1 

로세스에 한 상  S2, S3, S4, S5 로세스에 ○

표를 기입한다. 이로서 Service Strategy 카테고리

의 내부 로세스 간의 향력은 <Table 3>과 같

이 도출되었다.

Relation between 
element

Service Strategy

S1 S2 S3 S4 S5

Service
Strategy

S1 ○ ○ ○ ○

S2 ○

S3 ○

S4 ○

S5 ○

<Table 3> The influence of Processes in Service Strategy



90 Sang Moo Huh․Woo Je Kim

Relation between element
Service Operation

O1 O2 O3 O4 O5 O6 O7 O8 O9

Service
Strategy

S1

S2

S3 ○ ○ ○ ○

S4

S5

<Table 4> The influence between Service Strategy and Service Design

다음으로, 두 번째 향인 외부 카테고리 간의 

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부 카테고리 간의 향

은, 향을 주는 카테고리 로세스와 향을 받는 

카테고리 로세스의 향맵을 조사해야 한다.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Service Strategy 

카테고리가 Service Operation 카테고리에게 

향을 주는 것을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향

을 주는 Service Strategy 카테고리의 모든 향

맵을 조사한 결과, <Figure 8>의 (가)와 같이 한 개

의 로세스만이 Service Operation 카테고리에

게 향을 주고 있었다. 한, Service Operation 

향맵을 부 조사한 결과, Service Strategy 카테

고리로 부터 향을 받는 로세스들은 <Figure 

8>의 (나)와 같이 4개의 로세스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Figure 8>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Processes 
Int Service Operation

<Figure 8>의 (가)③의 S3 로세스가 Service 

Operation 카테고리에게 향을 주고 있고, 향을 

받는 Service Operation의 로세스들은 (나)③의 

O3, O5, O8, O9 로세스들로 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악된 외부 카테고리와의 로세

스 향은, <Table 4>와 같이 좌측 S3 로세스

에 하여 O3, O5, O8, O9 로세스 치에 ○표

를 기입하는 것으로 향력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내부 카테고리의 로세스 간의 

향력과, 외부 카테고리의 로세스 간의 향력

을 도출할 수 있다. ITIL Wiki에서 정의한 37개 

향맵을 부 조사하 고, <Table 5>와 같은 

향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향표를 분석한 결

과, 모든 카테고리들은 서로 향을 미치고 있었

고, <Table 5>를 이용하여 ANP 네트워크 모형

을 구성한 결과 <Figure 9>와 같은 모형이 도출

되었다. 

<Figure 9> The ANP Model for ITIL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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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ervice
Strategy

Service
Design

Service
Transition

Service
Operation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Service Strategy 0.241588 0.177500 0.177500 0.203022 0.230191

Service Design 0.291571 0.287500 0.188330 0.200505 0.265220

Service Transition 0.168273 0.166670 0.221670 0.177009 0.165137

Service Operation 0.177440 0.203330 0.252500 0.258391 0.204340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0.121129 0.170830 0.160000 0.161073 0.135112

<Table 6> Weight for Influence on Other Category by Category

4. ITIL 로세스 요도 산출

4.1 카테고리별 요도 가 치 산출

[3단계] 설문 수행 단계 : <Figure 9>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고, IT 조직에서 일반 응용 소

트웨어 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한 문가 12명을 상

으로 설문을 수행하 다. 설문을 수행한 12명은 

융을 비롯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야에서 평균 경

력 13년을 보유한 박사 1인, 기술사 6인, 감리사 1인, 

석사 3인  학사 1인을 상으로 설문을 수집하

다. ANP 기법의 설문은 카테고리별 가 치 설문과 

로세스 간의 향 정도를 입력하는 설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로세스 간의 향력을 퍼센트로 입

력하는  비교법으로 설문을 구성하 다. 

4.2 로세스 요도 가 치 산출

[4단계] ITIL 로세스 요도 가 치 산출 단

계는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로세스 설문 수집 과정으로서, 로세스

에 변화가 발생하면 다른 로세스에 향을 미치므로, 

향을 받는 로세스들에 하여 향 정도를 퍼센

트로 입력하는  비교법을 이용하여 수집하 다.

두 번째는 비교로 수집한 설문 자료를 산술평

균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Super Decision 도구에 

설문 값을 입력하 고, Super Decision 도구를 이

용하여 <Table 6>의 카테고리별 가 치와 <Table 

7>의 기 슈퍼 매트릭스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Table 6>의 카테고리별 가 치와 

<Table 7>의 기 슈퍼 매트릭스를 곱하면, <Table 

8>과 같이 가 치가 반 된 가 치 슈퍼 매트릭

스가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Table 8>의 가  슈퍼 매트릭스

자기 자신을 계속 곱하면 <Table 9>와 같은 극

한 슈퍼 매트릭스라고 하는 열의 값이 더 이상 변

하지 않는 평형 상태에 수렴하게 되는 데, 이때 열

의 값이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로세스 요

도 가 치 값이라고 할 수 있다.

5. ITIL v3 로세스 가 치 분석

5.1 카테고리별 요도 가 치 분석

<Table 9>의 극한 슈퍼 매트릭스는 각각의 열

이 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동일한 값에 수렴하

는 평형상태에 도달하 으므로 하나의 열을 선택

하여 도출된 가 치를 정리하면 <Table 10>과 

같다. 도출된 카테고리와 로세스를 분석하면, 카

테고리 요도는 서비스 설계, 서비스 략, 지속

인 서비스 개선, 서비스 운 , 서비스 환 카테

고리 순으로 가 치 요도가 산출되었다. 

카테고리 별로 핵심 로세스의 순서를 살펴보면, 

서비스 략 카테고리에서는 IT서비스 략 리, 서

비스 포트폴리오 리, IT서비스 재무 리 순으로 

산출되었고, 서비스 설계 카테고리에서는 서비스 수

리, 설계 조정, 가용성 리, IT서비스 연속성 

리, 용량 리, 정보보안 리 순으로 산출되었다. 서

비스 환 카테고리에서는 지식 리, 서비스 자산  

구성 리, 변경 리 순으로 산출되었고, 서비스 운  

카테고리에서는 사건 리, 문제 리, IT 운 리, 

요청 완수 순으로 산출되었고, 지속 인 서비스 개선 

카테고리에서는 지속  개선 계획 정의, 서비스 검토, 

로세스평가 순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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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rocesses Weight

Service
Strategy

Strategy management for IT 
Services

5.69%

Service Portfolio Management 4.77%

Financial management for IT 
Services

3.52%

Demand management 1.70%

Business relationship 
management

1.81%

Service
Design

Design Coordination 3.24%

Service Catalogue Management 1.26%

Service Level Management 5.31%

Risk Management 1.54%

Capacity Management 2.25%

Availability Management 2.84%

IT Service Continuity 
Management

2.97%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2.88%

Compliance Management 0.30%

Architecture Management 1.20%

Supplier Management 1.27%

Service
Transition

Change Management 2.63%

Change Evaluation 1.52%

Project Management 1.50%

Application Development 0.99%

Release and Deployment 
Management

1.56%

Service Validation and Testing 2.13%

Service Asset and Configuration 
Mgmt.

3.49%

Knowledge Management 9.89%

Service
Operation

Event Management 1.52%

Incident Management 3.46%

Request Fulfillment 1.80%

Access Management 1.30%

Problem Management 2.82%

IT Operations Control 2.18%

Facilities Management 0.97%

Application Management 1.73%

Technical Management 1.55%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Service Review 5.21%

Process Evaluation 4.55%

Definition of CSI Initiatives 5.23%

Monitoring of CSI Initiatives 1.43%

<Table 10> Calculated weight of ITIL processes 5.2 ITIL v3 로세스 요도 분석

<Table 10>에 산출된 로세스의 가 치를 순

서 으로 막 그래 로 그려보면 <Figure 10>과 

같다. 도출된 핵심 로세스를 살펴보면 지식 리, 

IT서비스 략 리, 서비스 수 리, 지속  서비

스 개선 계획정의, 서비스 검토, 서비스 포트폴리

오 리, 로세스 평가, IT서비스 재무 리, 서비

스 자산  구성 리  사건 리가 반 이상의 

가 치를 가지고 있다. 

핵심 로세스를 단  별로 분석해 보면 지식

리가 가장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 리는 

<Table 5>의 로세스 간 향표의 세로 열 Ser-

vice Transition 카테고리의 T8 로세스로서, 다

른 모든 로세스에 의해 향을 받고 있으므로 가

장 가 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악되었다. 모든 

로세스에 의하여 향을 받는 지식 리는 ITIL 모

든 로세스에 하여 지식을 축 , 공유하여 IT 

유지보수 조직의 역량  성숙도를 향상하는 데 

요한 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지식 리는 기업 구

성원의 지식을 축 , 공유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향

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경 기법의 성격이 

강하므로, ITIL의 서비스 환 카테고리에 소속되

는 로세스만으로 취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식 리 로세스가 가장 요하게 산출된 것

은 모든 ITIL 로세스에 하여 지식 리를 수행

하여 IT서비스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으

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는 IT서비스 략 리 로세스로서 IT

서비스를 수행하기 해서는 략을 우선 으로 

수립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요하다고 분석되었

다. 세 번째는 서비스 수  리 로세스로서 고

객이 만족하는 수 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제공하

는 로세스가 요한 핵심 로세스라고 분석되

었다. 네 번째는 지속  개선 계획 정의 로세스

로서 IT서비스를 지속 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하

다고 분석되었다. 서비스 검토 로세스는 서비스

가 정상 으로 제공되는 지, 서비스에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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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Graph of ITIL Process's Weight Ranking

없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 요하다고 분석되었다. 

IT서비스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므로 서비

스 포트폴리오 리도 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한, 목표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ITIL 로세스에 

한 평가도 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재무 상태를 하게 유지

해야 하므로 IT서비스 재무 리가 요하다고 분

석되었다, IT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 으로 

운용하여 최 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목표이므

로 서비스 자산  구성 리가 요하다고 분석되

었다. IT서비스 수행 시 발생하는 사건에 하여 

신속하고 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사건 리 

로세스도 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요한 로세스는 서비스 략, 서

비스 수 , 지속  서비스 개선, 서비스 검토, 서비

스 포트폴리오, 서비스 재무 리, 서비스 자산  

구성 리, 서비스 사건 리로 악되었고, 로세

스들의 공통 은 서비스 수 을 략 으로 설정

하여 안정 으로 연속성 있게 제공하기 해 련 

로세스를 리해야 하며, 서비스 의 로세

스를 차 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반 로, 요도가 낮은 로세스들은 서비스 

보다는 규제 수, 설비 리, 근 리, 내부 개

발, 로젝트 리 등 내부 리 로세스들이 주

로 도출되었다. 

6. 결론  향후 연구

6.1 연구의 제안

ITIL은 IT 시스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공공기   여러 업체에서 용하고 있다.  

IT서비스를 향상시키기 하여 ITIL을 용하는 

방법과 기법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ITIL의 핵

심 로세스를 도출하여 핵심에 집 하는 것이 좀 

더 효율 으로 IT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 

ITIL 용을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로세스 간의 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로는 

견기업을 상으로 ITIL v2를 이용하여 구축 사

례를 분석하여 리 로세스 표 화, 기존 정보시

스템을 고려한 IT시스템 설계  구축이 요하

고, IT 운 조직에 해서는 로세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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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요하다는 연구가 있다(An et al., 2008). 

한 ITIL에서 제공하는 모범사례들에 한 정량

화 방안과 정량화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  분류

방안에 한 연구가 존재한다(Lee et al., 2010). 

ITIL v3의 모범사례를 이용해 정량화가 가능하다

고 단되는 로세스를 목록화한 후, 실제 IT서

비스를 제공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기입하여 모범

인 결과와 비교하여 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량화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존재한다(Lee et 

al., 2010). 로세스간의 계를 이용한 연구로는 

AHP기법을 용하여 ITIL v2 핵심 로세스를 

산출한 연구가 있다(Lee and Kim, 2005; Wan et 

al., 2011).

하지만, AHP 방법론은 로세스 간의 수직 인 

종속성만을 이용한 방법론으로서, 수직 이고 수

평 이며 양방향 인 향력을 정의한 ITIL v3의 

로세스 가 치를 산출할 수 없다. 만약 ITIL v3

의 핵심 로세스를 AHP기법으로 도출한다면, 핵

심 로세스가 비핵심 로세스로 도출되고, 비핵

심 로세스가 핵심 로세스로 도출되는 부작용

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며 더 많은 로세스

에 집 해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

이 하되는 상을 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는 ITIL v3에서 제시한 수직 , 수평

인 로세스 간의 향력을 이용하여 핵심 로세

스를 산출한 연구로는 미흡한 것으로 악되었다. 

그러므로 요소간의 수직 이고 수평 인 계성을 

고려하는 ANP기법에 ITIL v3 향도를 입하

여 핵심 로세스를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응용 소 트웨어 주의 IT서비스에 

하여, ITIL v3 핵심 로세스를 산출하는 연구

로서, ITIL wiki의 37개 로세스 간의 향도를

(Kempter and Kempter, 2011) 분석하여 ANP 

네트워크로 모형화하여 로세스별 가 치를 도출

하 다.

6.2 연구의 시사

우선 ANP 모형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ITIL 

카테고리 별 상  요도를 살펴보면, 서비스 설

계, 서비스 략, 지속 인 서비스 개선, 서비스 운

, 서비스 환 카테고리 순으로 악되었다. 고객

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수 으로 제공하려면 

서비스 설계 로세스가 요하고 그 다음으로 서

비스 략 로세스가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TIL 핵심 로세스를 살펴보면, 서비스 략 

카테고리에서는 IT서비스 략 리, 서비스 포트

폴리오 리  IT서비스 재무 리가 핵심 로세

스로 도출되었다. 서비스 설계 카테고리에서는 서

비스 수 리, 설계 조정, 가용성 리, IT서비스 

연속성 리, 용량 리, 정보보안 리 순으로 핵심 

로세스가 산출되었다. 서비스 환 카테고리에

서는 지식 리, 서비스 자산  구성 리  변경

리가 핵심 로세스로 산출되었다. 서비스 운  

카테고리에서는 사건 리, 문제 리, IT 운 리

가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속  서비스 개선 

카테고리에서는 지속  개선 계획 정의, 서비스 

검토, 로세스 평가가 핵심 로세스로 산출되었

다. 

도출된 요 로세스는 서비스 략, 서비스 수

, 지속  서비스 개선, 서비스 검토, 서비스 포트

폴리오, 서비스 재무 리, 서비스 자산  구성

리, 서비스 사건 리로 악되었고 요 로세스

들의 공통 은 서비스 으로 IT서비스를 안정

으로 연속성 있게 제공하며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요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본 연구의 학문 인 의의는, 첫째, 서비스 

으로 IT서비스를 안정 으로 연속성 있게 제공하

는 것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서비스 

심의 이론 연구가 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둘

째, ITIL v3 로세스의 향력을 이용하여 ANP 

네트워크 모형을 수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셋째, ITIL 서비스를 한 핵심 로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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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할 수 있는 정량  근거를 제시했다는 이다. 

넷째, 서비스 심의 로세스가 요하기 때문에, 

소기업을 한 ITIL v3 로세스 마련 시, 본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인 활용 방안으로는 첫째, 서비스 으

로 IT서비스를 안정 으로 연속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심으로 조직을 개

편하면 서비스 로세스 역량을 단기간에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둘째, 기업에서 ITIL

을 도입하려고 할 때 서비스 심의 핵심 로세

스를 산출하여 핵심에 집 하는 것이 좀 더 효율

인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ITIL을 도

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 이나 기

업의 경우, 재의 핵심 로세스에 한 가 치

를 재산출하기 한 정량 인 검증 기반을 마련했

다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넷째, IT서비스는 

응용 소 트웨어 주 서비스, 인 라 주 서비

스, 랫폼 주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 한 

핵심 로세스를 도출하여 각 분야별 핵심 로세

스에 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한 분야

별 핵심 로세스에 한 차이 을 비교할 수 있

으리라 기 한다.

6.3 연구의 한계

그 지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ITIL v3의 핵심 

로세스를 산출하기 하여 도입한 ANP 기법의 

설문은 무 복잡하다는 과 설문을 통하여 핵심 

로세스를 산출하므로 주 인 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다.

6.4 향후 연구 방향

향후 연구로는 정부통합 산센터와 같은 형 

인 라 주의 서비스에 한 핵심 로세스 산출 

연구와 랫폼 주의 서비스에 한 핵심 로세

스 산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융권, 텔 콤 등 

다양한 분야에 한 ITIL 핵심 로세스 산출 연

구가 필요하다. 한, ITIL v3의 113개의 하  

로세스에 하여 핵심 로세스를 도출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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