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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SM 개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IT 관리의 복잡다양화에 대처하고 서비스품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세계 표준이자, 최선의 IT 운영 방안인 ‘ITIL’ 을 근간으로,

표준 프로세스 확립, 관리체계 구축, 업무 자동화를 통한, 

선진 IT 서비스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관리 를 의미합니다

•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Library

• IT 서비스 관리의 Best Practice를 모은 문서집

• 영국 정부의 IT관리를 위해 최초 개발(OGC*)

• Global Industry best practice (HP가 참여하여
개발)

• 사실상의 세계 표준으로 운영됨

• 연관된 업무 정의, 절차, Activities, Input 및
output 관한 설명

* OGC: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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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SM 개요 – 핵심영역

BUSINESS (Customer)

User User User

SERVICE
SUPPORT

SERVICE
DELIVERY

SPOC
SLA

서비스
데스크

장애관리

문제관리

변경관리 배포관리

구성관리

SLM

가용성 용량

IT 연속성관리

IT 재무관리

ITSM의 핵심 영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 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Service Support와

서비스의 계획, 계약, 관측, 보고, 개선 등 관리를 담당하는 Service Delivery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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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SM 개요 – 프로세스 영역

� 장애관리/Service Desk

접수/ 자동감지된 장애에 대해서 최단기간 해결하고 고객만족을 향상

� 문제관리

복잡/중대한 장애에 대한 심층적 분석, 근원적 해결, 예방 활동 수행

� 변경관리

IT 서비스 자원 (Infra, Application, Data 등) 의 정확한 변경 작업 관리

� 구성관리

IT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구성요소(CI)에 대한 최신상태를 정확히 제공

� 배포관리

변경된 작업 내역을 대상 시스템에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계획, 적용

� SLM

SLA 관리, 협상, 모니터링, 보고서작성, 고객요구사항 수집 및 전달

� 가용성관리

SLA 내 가용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 관리, 영향 요소 분석, 개선 활동

� 용량관리

성능 및 IT 자원의 용량관리를 통해 Proactive 관리, 추가 자원 산정

� IT 재무관리

IT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비용적 측면 관리, 회계, 예산, Charging 수행

� IT 연속성관리

극한적인 상황에도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는 예방 및 복구, 훈련 활동

SERVICE
SUPPORT

SERVIC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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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SM 개요 – 이슈 진단 및개선방향

1. 기술 중심의 서비스 정의와 업무
관행으로 현업과 의사소통 미흡 (SLA의
사문서화)

2. 개인 역량과 관행에 의존하는
업무방식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

3. 수작업에 의존하며 서비스 관리
인프라가 부족

4. 서비스 수준과 비즈니스 기여도의
연계성 부족

5.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하우와 전문성
미흡

6. 일상 반복적 업무에 대다수 인력투입

7. Cost Center 인식이 강함

-기술 중심 관리

-IT 운영관리 중심

-운영상의 장애 해결 중심

IT 인프라/전산 관리

1. 비즈니스 중심의서비스 정의와 체계적인
의사소통 체계 구축

2. 표준 프로세스에기반한 조직역량과검증된
업무방식으로 체계적 통제 및 관리가가능함

3. 선진 ITSM Tool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관리
업무 효율 향상

4. 서비스 수준합의에 기반한 명확한성과관리와
조직 목표공유, IT 서비스에 대한 Value 명확화

5. 지속적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 관리, 개선 정책
및 프로세스 보유

6. 서비스 수준 개선 및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인력 배정 확대

7. Profit Center 전환 기반 마련

이슈 /
개선방향

-비즈니스 현업 지원 / 서비스 중심

-IT 서비스 계획, 설계, 구현, 개선 활동

-효과적 고객지원과서비스 목표 달성을 최우선시

관리
관점

IT 서비스 관리구분

ITSM의 도입을 통해 관리관점의 변화와 기존 이슈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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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SM 구현방안

ITIL 기반 표준프로세스정립

IT 핵심 3 요소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적화된 ITSM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People

Technology

Process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업무 효율성제고

변화 관리를통한 조직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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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SM 구현방안 – Process

Business

IT 개인경험 의존

미흡한 서비스

/프로세스 정의
저조한 서비스

생산성

Business

IT

비즈니스 중심의

IT 서비스 정의

DeliverySupport

객관적

성과관리

선진 표준
운영 Process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개선

Process 2

Process 3

Process 1A
p

p
lica

tio
n

Infra
structure

제한적 성과지표

DeliverySupport

Process N

� Today � Future

I
T

S
M

Process

• 효율과 효과가 검증된 ITIL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ITSM 프로세스 구축으로 객관적 IT 성과관리를 위한 상세한 측정지표

(Metric)를 보유하게 됩니다

• ITIL의 교과서적인 적용이 아니라, 새로운 외부방식을 검토하되,

기존의 우수 사례를 최대한 반영하는방식이어야 합니다.  

* Metrics 성능측정치



06/15/06 10

2. ITSM 구현방안 – Process

HP ITSM Reference Model V 3.0

Procedures Work instruction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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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SM 구현방안 - People

• 조직 전체와 개인의 서비스 역량을함께 향상시켜야 합니다

• IT 전략 및 서비스 정책, 서비스 목표에 따라 조직 목표를 수립합니다

• 국제 인증 및 자격 취득 등을 통해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 전체 IT 서비스 관점에서 개별 기술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일상 반복적 업무부담을 줄이고, 품질 개선과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자원투입을 강화합니다

• 부서/프로세스/기능 별 담당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수립합니다

People

서
버

관
리

데
이
터
베
이
스

관
리

어
플
리
케
이
션

관
리

보
안

관
리

네
트
워
크

관
리

문제 관리

변경 관리

구성 관리

배포 관리

서비스데스크/장애관리

기능기능기능기능 중심중심중심중심 조직조직조직조직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기능기능기능기능 중심중심중심중심 조직조직조직조직

I
T

S
M

개인개인개인개인 역량역량역량역량 중심중심중심중심 조직조직조직조직+개인개인개인개인 역량역량역량역량 중심중심중심중심

서비스 수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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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SM 구현방안 - Technology

• 선진 IT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업무 자동화를 통한 서비스 관리의효율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 Tool에 내재화된 Best Practice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는장점이 있습니다
• 보유중이거나 도입예정인 IT 관리 인프라와의 통합 및 연계성을 고려합니다

Technology

CSD (통합서비스데스크)
ITIL지침에 따른 IT장애관리 서비스데스크전체 ITIL 

프로세스 관리

자산정보의 자동화된수집소프트웨어의분배근본 원인 분석이벤트통합

통합IT관리 (SMS/NMS/APM/Backup/Dist etc)

ITO고객 및 매니져用, 서비스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서비스수준 관리 대쉬보드

서비스수준관리(SLM)대쉬보드 워크플로우모니터링

Call 관리

문제 관리

변경관리

구성 관리

인시던트
관리

릴리즈관리

ITIL

CMDB

* 최종 시스템은 구현범위, 구축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06/15/06 13

2. ITSM 구현방안 – HP ITSM Solution

Point Tools Consolidated / Integrated Service Perspective

IT 
Operations

Focus

IT 
Process
Focus

Business
External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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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SM 구축전략 – 구축단계

M+1 M+2 M+3 M+5 ����M+4 M+6

IT Service 진단/분석
Consulting

IT Service 진단/분석
Consulting

IT Service 
Process

정립및최적화

IT Service 
Process

정립및최적화

IT Service 관리
프로세스자동화
시스템구축

IT Service 관리
프로세스자동화
시스템구축

•IT Service의각
Process의성숙도진단

•교육및Workshop

•ITIL에근거한 IT Service 
관리의 Process 정립및
최적화

•표준 Process에근거한
서비스관리기반구축
프로젝트

-Process 자동화시스템
구축

SLM 시스템구축SLM 시스템구축

Phase 4

•SLM 지표/Process 설계

•SLM 시스템구축

•SLM Reporting 시스템

Phase 1 Phase 2 Phase 3

• ITSM 구축을 위한 일정 개요는

1. 우선적으로 ITSM Assessment를 통한 진단, 분석, 개선 방향 도출 단계를거친 후, 

2. 업무 Process를 ITIL에 근거한 모델로정립 및 최적화 하고,

3. 정립된 Process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 최종 일정은 구현범위,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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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SM 구축전략 – 이행및 내재화 단계

M+1 M+2 M+3 M+5

조
직
의

조
직
의

조
직
의

조
직
의

IT
 M

a
tu
ri
ty
  
및및 및및
핵
심
핵
심
핵
심
핵
심
역
량
역
량
역
량
역
량
성
장

성
장
성
장
성
장

����

SvD,장애장애장애장애, 변경변경변경변경
����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영향영향영향영향 최소화최소화최소화최소화

SLM, 

문제문제문제문제,배포배포배포배포 ����

IT 품질품질품질품질 개선개선개선개선

집중집중집중집중

가용성가용성가용성가용성,용량용량용량용량 등등등등

Delivery 부문부문부문부문

���� 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 강화강화강화강화

시범운영시범운영시범운영시범운영 기간기간기간기간 / 최소최소최소최소 3개월개월개월개월
이상이상이상이상 실측실측실측실측 Data 축적축적축적축적 후후후후 SLA 
계약계약계약계약 적용적용적용적용

• 성공적인 ITSM 구축 및 내재화, 변화에 따른 Risk 최소화를 위해,     

1. SvD, 장애, 변경에 역량을 집중하여, 핵심 Business 프로세스를 조기 안정화하고,    

2. 문제, 배포 역량 강화와 서비스 수준관리 체계를 구축한후, 

3. SLA 계약 개선 및 Delivery 영역을강화하는 단계적 추진을 제안합니다
Rea

ctive
Pro

a
ctive

S
ervice

B
usiness

C
ha

o
tic

M+4 M+6

* 최종 일정은 구현범위,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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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SM 도입 사례 – 해외

Telecom:

British Telecom AT&T
Belgacom
Cesky Telecom
Ericsson
I&T
Libertel
MobiNil
NextTel
PCC Taiwan
Priority Telecom
PTT Telecom
QUALCOMM
Shanghai Online
SPT Telecom
Telefonos de Mexico
Telekomunikacja Polska

Trade & transport:

DHL
Dutch Flower Auction Dutch 
Railroad
Nedlloyd
Kuala Lumpur Int. Airport

Finance:

ABP
Banamex
Banque de France
Bank of America
Central Bank of Russia
CIBC
CNBV Mexico
GAK
Generale Bank
Groupama
ING Barings Singapore
Macif
Munchen Ruck
NCM
NexStar
Norsk Risk Toto
OCBC Singapore
Oslo Bors
Rabobank
Robeco

Service providers/SIs:

EDS
Global IT & Consulting
KPMG Sydney
KPMG Melbourne
MCI Systemhouse
Oracle
HP managed services
Verio
WorldCup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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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SM 도입 사례 – 해외

Manufacturing:

Procter & Gamble
Union Carbide
Philip Morris Int.
Akzo-Nobel
Philips
Océ
SNPE
Sligos
Unilever - Unigema Delco 
Electronics
Ahmsa Mexico Alcoa
Heraeus
Avaya
Delco Electronics
General Electrics
Hoffmann-La Roche 
Opel (GM) Belgium 
Michelin
Mercedes Benz Mexico
Hewlett-Packard

Retail:

Seven Eleven
Elsevier
AHOLD
Cyprus Amax Minerals 
Vendex

Oil & Gas:

Hyder
Woodside Austr.
Energy
Centrica (British Gas)
PDO Oman
Chevron
Shell Sarawak
PAN Canadian
Pemex

Government:

Ministry of home affairs
Dutch Tax Office
Cambridge University

Dutch Ministry of Justice
Royal Dutch Police services
PTT Post (Dutch Post)

Swiss Post
TSE Brazil (Election Company)
Large UK ministry

Other:

Matra
Marconi Space
Radiolinja Finland
Fokker Space
Statkraft 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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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SM 도입 사례 – 국내

아웃소싱사업자 공공

통신

금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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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O 20000 - 개요

6. hp ITSM 솔루션

ISO20000

(구 BS15000)

Best Practice 
프로세스 정의서

ISO 국제 표준
인증 전환

영국 표준
인증 체계

ITSMITIL BS 15000
ISO 

20000

IT 서비스 관리
체계 구현

• ISO20000은 영국표준협회 (BSI)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IT 서비스 관리의 표준 인증입니다

• ITIL이 제시하는 Best Practice와의 적합성을 공인하고,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조직 내재화를 위한

목적으로 영국표준협회 주도로 개발되었습니다. 

Gartner on ISO 20000 (BS 15000)…
“All improvement efforts in Service Management 
should be done with ITIL and BS 15000 as a frame 
of reference and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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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O 20000 - 구성

6. hp ITSM 솔루션

Service Delivery ProcessesService Delivery ProcessesService Delivery Processes

Resolution 

Processes

Resolution Resolution 

ProcessesProcesses
Release 

Process

Release Release 

ProcessProcess
Relationship 

Processes

Relationship Relationship 

ProcessesProcesses

Control ProcessesControl ProcessesControl Processes

Capacity Planning 

Service Continuity and

Availability Management 

Service Level Management 

Service Report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Budgeting and Accounting 

For IT services 

Release Management 

Incident Management 

Problem Management 

Business Relationship

Management 

Supplier

Management 

Configuration Management 

Chan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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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O 20000 - 인증 단계

6. hp ITSM 솔루션

9월

본 심사

8월

예비 심사

문서 심사

5월

실행 시작

실행 기록 유지(3개월)

2월

예비 심사*

7월

인증획득

인증신청

4월 6월3월

Document
Assessment

* Pre-
assessment

Implementation
Audit

Continuous
Assessment

3 year
Re-assessment

* 예비심사는 선택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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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O 20000 - 기대효과

6. hp ITSM 솔루션

• 시장에서 IT 서비스 경쟁력 위상 제고

• IT 아웃소싱 관계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 Global Standard와 부합

• ITSM 구축 후 내재화 및 성과 제시

� 고품질 IT 서비스 제공 역량

�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

� Best Practice에 대한 조직차원의 이해도

� Best Practice 구축 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

� Best Practice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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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언

• ITSM은 세계적 IT 변화 발전의 Key factor 이자, 대세입니다

• ITSM 도입은 뛰어난 선택이며, IT 서비스 관리 조직의 Global Top Class 진입에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ITSM은 일하는 방법의 변화, 조직 문화 혁신을 목표로 ‘변화관리’로써 접근이 필요합니다

• 부서장 및 핵심 IT 인력의 능동적인 변화 마인드가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이며, 

조직 전체로 전파가 필요합니다

• ITSM 구현 시 IT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단계 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 ISO 20000 인증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IT Governance 기반 확보가 가능합니다

• 향후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 및 IT 품질 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기반 확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Six Sigma, BSC, IT ROI 등)

* ISO 20000  =  구 BS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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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M 구축 3 요소인 조직, 프로세스, 기술에 필요한 Total solution 보유

� 최고의 ITSM 컨설팅 및구축능력 (2005년도 10개 reference 확보)

� ITSM 구축방법론(ITSM Reference model)

� ITIL 및 ISO 20000 교육 기관

� HP OpenView Service Desk 및 Peregrine 솔루션

6. 결언 - ITSM 파트너로서의 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