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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daptive Enterprise (AE) Background

The Problems

Business Cycle Times — 1980s
6-7 years

IT Delivery Processes
2-3 years

Business Cycle Times — 1990s
12-18 months

Business Cycle Times — 2000+ N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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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daptive Enterprise (AE) Background

The Problems (cont)
• Business cycles in all 

industries have significantly 
shrunk since the 1980s

• IT’s ability to respond to 
changes in business cycle 
have not significantly 
improved over this period of 
time

• RAD, RUP, OOP and other 
‘silver bullet’ approaches 
have not helped to reduce 
application development in 
any meaningfu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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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cy systems that were designed in silos and closely 
coupled to specific business processes require complex 
modifications to respond to change or share information 
across business units

AppApp
SystemSystem

BusinessBusiness
ProcessProcess

Users

AppApp
SystemSystem

BusinessBusiness
ProcessProcess

Users

AppApp
SystemSystem

BusinessBusiness
ProcessProcess

Users

I. Adaptive Enterprise (AE) Background

The Problems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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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daptive Enterprise (AE) Background 

Enterprise see the need for a new IT Model

Business-centricService-centricTechno-centric

...a problem
Business 
view of IT ...a solution ...a partnership

Cost 
center

Business using 
Shared Services

model

Business 
innovation 

center
IT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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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nd IT synchronized to capitalize on change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Business benefits: simplicity, agility, value

II. What is Adaptive Enterprise (AE)?

AE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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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hat is Adaptive Enterprise (AE)?

Adaptive Enterpris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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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ARCHITECT & INTEGRATE
simplify, standardize, modularize, integrate

Infrastructure

Suppliers Employees Customers

EXTEND & LINK

Business processes
• Measure & Assess: 

비즈니스와 IT의 연계를
관리하고 연관 정도를 측정
및 평가

• Architect & Integrate: 
이기종 IT 환경의 구성 및
통합

• Manage & Control: 
비즈니스 프로세스, 
응용프로그램 및 IT 환경의
관리 및 통제

• Extend & Link: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어플리케이션의 연계 및
확장(파트너부터 고객의
범위를 포함) 

• Business와 Technology의
Innovation을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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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hat is Adaptive Enterprise (AE)?

A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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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 & LINKEXTEND & LINK

Business processes

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Integration

Modularity

Heterogeneous 환경에서
“Simplification”의 효과를 주는
표준화는 기업 자원의 가치 향상시킴
표준화된 IT 자원 및 프로세스/정책
등을 통해 신속한 비즈니스 확장 가능

IT 자원의 복잡성을 제거함으로써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변화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변화의 속도(Speed) 향상
및 용이성(Ease)을 추구

IT Infra의 완전 통합 또는 상호 간
운용성(Interoperability)은 용이한
Management/Modification/ Change 
등 비즈니스 기민성(Agility) 달성의

기초

기업 자원의 모듈화는 Management 
및 Responsiveness를 향상시키며, 
Virtualization & Utilization의 기반이

됨

•reduce number of elements
•eliminate customization
•automate change

•use standard technologies 
and interfaces

•adopt common enterprise 
architecture

•implement standard 
process

•break down monolithic 
structures 

•create reusable components 
•implement logical 
architectures

•link business and IT 
•connect applications and 
business processes

•within and outside the 
enterpris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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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hat is Adaptive Enterprise (AE)?

HP의 AE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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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rocesses

Range

Time

Ease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 비용 및
수반되는 위험의
수준

기업이 수용 가능한
비즈니스 및 IT 변화의
범위

기업 내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가
수용되는데 걸리는
시간

Metrics의 중요성

– 각 Metrics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Context 
내에서 측정되어
지므로 Agility 측정
결과를 쉽고 의미있게

파악
–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른 IT에의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

– IT와 비즈니스의 연결
의 주요한 척도가 됨

• HP is the first company to help customers measure agility across three dimensions:
time, range, and ease

• Metrics developed through ongoing partnership with INSEAD started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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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ervices

Adaptive
Infrastructure

Business Processes

Adaptive
Management

business
agility

link 
business 

& IT

extend 
enterprise

ensure 
cost 

effective 
stability 

and 
flexibility

reduce 
complexity

optimize 
assets 

today & 
tomorrow 

Range

Time

Ease

Metrics

StandardizePrinciples Simplify IntegrateModulize

II. What is Adaptive Enterprise (AE)?

AE Serv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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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 Architecture
• Capture business/IT needs and pain points
• Manage IT as a business; serve as key business 

partner
• Address/enable key business requirements (client 

specific)
• Utilize holistic framework and approach

Operations (Process & People)
• Establish standardized (ITIL-based) operational 

processes and measures 
• Establish organizational & personnel/skills 

program

Investment
• Ensure IT cost efficiency and optimization
• “Smooth” upfront infrastructure investment into 

utility pricing model
• "Optimize” opex associated with infrastructure 

operation; establish variable/utility pricing 
(address static versus dynamic TCO as well)

Technology
• Rationalize and manage 3 OS strategy (Unix, 

Linux, Windows)
• Build to modularise, standardize, simplify 

and integrate
• Ensure ability to scale and innovate (.Net, 

J2EE etc.) 
• Realize Post-Implementation Value Capture

Business Strategy

Application Services

Infrastructure

Business Processes

Manage 
& control

Su
pp

ly

D
em

and

Agility Assessment Service (AAS)

Business Relationship Model (BRM)

Enterprise Architecture (EA)

Business Value Assessment (BVA)

Business Value Assessment (BVA)

II. What is Adaptive Enterprise (AE)?

AE Service



I. Adaptive Enterprise (AE) Background
•The Problems
•Enterprises see the need for a new IT Model

II. What is Adaptive Enterprise (AE)?
•AE Definition
•AE Framework
•AE Principles
•AE Metrics
•AE Service Area
•AE Services

III. NGDC Drivers
•Infrastructure Challenges
•Infrastructure Brief Trend
•Seeking The Big Picture

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EA)
•Building the business & IT gap
•EA – The Strategic Tool
•EA Components

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cont)
•EA Definition
•EA Structure
•EA Practical Use

V. What is EA?
•EA Framework
•EA Framework Sample
•HP’s EA Views & Perspectives

VI. How to build EA
•HP의 EA 구축 프로세스

•EA Maturity Assessment
•Business Architecture
•Application Architecture
•Data Architecture 
•Technology Architecture
•Governance Architecture
•EA Integrated Model
•Transition
•Summary



162006년 7월 19일 수요일

III. NGDC Drivers

Infrastructure Challenges
• “We’ve got too many applications, 

too much customization and too many 
underutilized servers.”

• “We struggle to meet service level 
agreements and fast response times 
for critical workloads.”

• “We can’t implement new projects 
fast enough.”

• “We’re asked to reduce headcount 
every year but the work never seems 
to go away.”

• “Compliance demands are coming 
and we’re are not sure how to react.”

• “How do we know if our infrastructure is 
at risk to viruses and security breaches?”

“Our IT environment is 
too expensive to 

manage and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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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NGDC Drivers

Infrastructure Brief Trend

“24x7 lights-out computing 
environment, based on standard 
building blocks, automated using 
modular software, delivered 
through comprehensive services.”

Delivered today as modular 
systems, products, software and 
services, and tomorrow through 

an integrated common 
architecture.

• Lower cost of IT operations
• Higher quality of service
• Speed in introducing IT change

Delivering on the next generation data center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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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NGDC Drivers

Infrastructure Brief Trend (cont)

AutomationVirtualization

Current state Future state
High-cost
IT islands

Low-cost
pooled IT
assets Automated 24x7 

lights-out computing

Power & 
Cooling Management

• Scalability 
based on 
standards

• IT services    
and solutions

• Energy-
efficient 
computing

• Proactive  
best 
practices 
and built-in 
protection

• Pooling and 
sharing of IT 
resources to 
optimize 
utilization

• Dynamic IT     
re-deployment  
to meet 
changing 
business 
demand

• Unified 
Infrastructure 
Management

Delivering on the NGDC trend

Key enablers

IT Systems
& Service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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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NGDC Drivers

Seeking The Big Picture
• They only see their world “one project at a 

time”
• They are purely reactive

− When the business snaps its fingers, IT jumps
• IT skills, initiatives, and budgets are silos
• Constant, wheel-spinning debate about the 

symptoms
− Who funds and controls technology investments?
− Who has access to which information and why?
− What is the business value of each narrow 

project or system?
− Why isn’t IT aligned with the goals of the 

business?
− Pressure on IT budgets and other controls 

designed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I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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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EA)

Bridging the business and IT gap

Enterprise Architecture

Business 
Strategy IT Strategy

Business/IT “Synchr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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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EA)

EA – The Strategic Tool
• Provides a blueprint and sets directions for decisions driving meaningful 

innovation that improves customer experience

•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and methodology help to ensure that 
IT meets the business needs in the most effective and consistent way –
improving agility and quality
− Enables simplification and reuse of solutions
− Exposes cost reduction opportunities
− Allows HP to leverage its size in the market 
− Driven by accountable experts (Domain Leads)

Enterprise Architecture Makes 
The Enterprise Adaptive 

IT business 
management

Service 
delivery 

management
Service
delivery

Business services

Application services

Infrastructure services

Business objectives and strategy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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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EA)

EA Components

•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re are three separate 
components in the creation of Enterprise Architecture –
− EA Development Methodology

− EA Framework

− EA Modeling Tools & Data Repository

• People sometimes use these interchangeably, but that is 
inaccurate

• To have a viable EA program, an organization needs to 
address all thre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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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EA)

EA Definition
EA (Enterprise Architecture)의 개념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뿐만 아니라, 업무와

프로세스를 포함한 전사적 자원 및 요소들을 총괄하여, 연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Vision & Strategy

EA Vision & Strategy

Business Vision
& Strategy

EA를 통한
전사적

정보관리체계
및 Infra 제공

EA Principles,
EA Framework

EA Framework

EA Principles

EA Management

EA
조직

EA관리
프로세스

EA
Tool

정보
기술

정보
기술

비즈
니스

비즈
니스

B. 비즈니스와
정보기술간의
정합성

A. Value Chain 
통합 관점에서의
상호 연계성

Business Architecture

Data Architecture

Application Architecture

Technology Architecture

C. 표준화 &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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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chitecture

Functionality 
that delivers
value to the business

Enabling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the other 
architectures

•비즈니스 조직, 전략, 프로세스 정의 및 기능 요구사항 분석

•Business Needs와 IT Architecture를 일관성 있게 연결시키는 가이드 역할

EA 구성

• Business Architecture
• Data Architecture
• Application Architecture
• Technology Architecture
• Governance Architecture

Data
Architecture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모델 및 정보의 흐름 등 정의

•데이터 및 정보 관리를 위한 자원 및 방안 고려

Application  
Architecture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정의 및 어플리케이션 상호 간 연계성 정의

•어플리케이션과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와의 관계 정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통합에 대한 관리 및 최적화 지원

Technology
Architecture

•Enterprise를 위한 기술표준 및 기반구조 정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의 지원을 위한 토대를 제공

Governance 
Architecture

•EA관련 업무를 누가, 어떤 표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정의

•IT 조직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기 위한 기반 제공

Enterprise ArchitectureEnterprise Architecture

G
o
vern

a
n
ce 

A
rch

itectu
re

Technology Architecture

Data 
Architecture

Application 
Architecture

Business Architecture

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EA)

EA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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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name = indexname
tableid = tableid

vers ion = v ersion

columnid = columnid

tab leid = tableid
vers ion = v ersion

tableid = tableid
vers ion = v ersion

procedureid = childidprocedureid = procedureid

f unc t ionid = f unct ionid

f unc t ionid = childid f unc tionid = parentid

dblinkname = dblinkname

pgid = pgid

dblinkname = dbl inkname

tableid = tableid

f unc t ionid = f unct ionid

tableid = tableid

tab leid = tableid

indexname = indexname
tableid = tableid

typeid = ty peid

softw aredescr2
softw areid varchar2(30)
name varchar2(50)
vers ion varchar2(30)
vendor varchar2(255)
serialnumber varchar2(50)
typeid integer
cost integer
purchaser varchar2(30)
purchasedate varchar2(30)
abandonedate varchar2(30)
responsibleperson varchar2(50)
descr iption varchar2(2000)

dbreversedescr2
dblinkname varchar2(50)
dbname varchar2(50)
dbuser varchar2(50)
dbpassw ord varchar2(50)
hardwareid varchar2(30)
har_hardw areid varchar2(30)
description varchar2(2000)

softw aretyperef 2
typeid integer
name varchar2(30)
description varchar2(2000)

1 : O/S
2 : DBMS
3 : Web Server
4 : Development Tool

r_indexcolumn2
indexname varchar2(30)
columnid varchar2(30)
tableid varchar2(30)
columnname varchar2(50)
columnposition integer
dblinkname varchar2(50)

r_indexdescr2
indexname varchar2(30)
tableid varchar2(30)
tablename varchar2(50)
dblinkname varchar2(50)
spaceid integer
sizeid integer
uniqueness varchar2(9)
createdate date
genf lag integer
description varchar2(255)

r_tabledescr2
tableid varchar2(30)
dblinkname varchar2(50)
tablename varchar2(50)
l_tablename varchar2(50)
spaceid varchar2(30)
sizeid integer
typeid integer
description varchar2(255)
createuser varchar2(30)
modifyuser varchar2(30)
createdate date
modifydate date
genf lag integer
historyf lag char(1)
datacount integer

r_functiondescr2
f unctionid varchar2(30)
name varchar2(30)
l_name varchar2(255)
description varchar2(2000)
comments long
createdate date
modifydate date
createuser varchar2(50)
modifyuser varchar2(50)

r_linkf unctiontable2
func tionid varchar2(30)
tableid varchar2(30)
linktype integer
sortcount integer

pgdescr2
pgid varchar2(30)
name varchar2(50)
description varchar2(2000)
createuser varchar2(50)
modifyuser varchar2(50)
createdate date
modifydate date
dirpath varchar2(255)

r_linkdbtable2
tableid varchar2(30)
dblinkname varchar2(50)
linktype integer
sortcount integer

linkpgdbreverse2
pgid varchar2(30)
dblinkname varchar2(50)
linktype integer
sortcount integer

r_linkfunc tion2
parentid varchar2(30)
childid varchar2(30)
childname varchar2(50)
linktype integer
sortcount integer

r_proceduredescr2
procedureid varchar2(30)
func tionid varchar2(30)
name varchar2(50)
comments long
description varchar2(2000)

r_linkprocedure2
procedureid varchar2(30)
childid varchar2(30)
linktype integer
sortcount integer

1 : Orac le
2 : DB2
3 : MSSQL Server

h_tabledescr2
tableid varchar2(30)
dblinkname varchar2(50)
tablename varchar2(50)
l_tablename varchar2(50)
spaceid varchar2(30)
sizeid integer
typeid integer
descr iption varchar2(255)
createuser varchar2(30)
modifyuser varchar2(30)
createdate date
modifydate date
genf lag integer
historyf lag char(1)
dbmstypeid integer
datacount integer
vers ion integer

h_indexdescr2
indexname varchar2(30)
tableid varchar2(30)
tablename varchar2(50)
dblinkname varchar2(50)
spaceid integer
sizeid integer
uniqueness varchar2(9)
createdate date
genf lag integer
descr iption varchar2(255)
vers ion integer

h_tablecolumn2
columnid varchar2(30)
tableid varchar2(30)
tablename varchar2(50)
columnname varchar2(50)
l_columnname varchar2(50)
dblinkname varchar2(50)
descr iption varchar2(255)
typeid integer
typeparam varchar2(50)
pr imary integer
f oreign integer
notnull integer
f _tableid varchar2(30)
f _columnid varchar2(30)
f _tablename varchar2(50)
f _columnname varchar2(50)
sortcount integer
columntypeid integer
vers ion integer

h_indexcolumn2
indexname varchar2(30)
columnid varchar2(30)
tableid varchar2(30)
columnname varchar2(50)
columnposition integer
dblinkname varchar2(50)
vers ion integer

linkhardw aregroup2
hardwareid varchar2(30)
groupid varchar2(30)
linktype integer
sortcount integer

Business Architecture

Application Architecture

Data Architecture

Technology Architecture

IT Asset 
현황

IT 
Manage

ment 
현황

전사 통합 IT Model 

운영하는 적용 업무가 전체 시스템
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파악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어
떤 기술요소가 재활용 가능한지 파악

적용업무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자원을 파악

자신의 적용업무를 시스템화 구성하
는데 있어 결여된 부분을 파악

업무추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원
칙과 표준을 파악

새로운 기술도입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시스템을 변경 시 타 시스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

시스템 도입, 통합, 변경시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

IT 관리 체계 (Governance Model)

자산관리자산관리

통제 및 감사통제 및 감사

EA 수립EA 수립

아키텍쳐관리아키텍쳐관리

TRM/SP
(xRM)

GovernanceGovernance

전사의 모든 IT 자산을 조사/분류하여, 표준화된 Biz/App/Data/Tech 아키텍쳐를 구성하고, 상호 연관
관계를 파악된 IT 통합모델과 관리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도입/통합/변경시, Baseline 
Standard로 참조, 활용됩니다.

전사표준에 입각한 상위 지침 및업무
활동 지원

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EA)

EA Pract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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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분석 및 설계

개발

시험 및 평가

운영 및

유지보수

22

33

44

11

55 Enterprise 
Architecture

• 시스템 분석가가 시 기 정의된 업무 기능

및 어플리케이션 기능 참조

• 시스템 분석가가 어플리케이션 기능, 
데이터 구조, 조직 구조 등의 현행 체계

분석
• 시스템 분석가가 IT 자원 현황, 시스템

연혁, Project History 조사

• 기술 참조 모델을 참조하여 요구사항을

구현하고 전사 아키텍처에 맞는 기술

선정

• 관리자 및 기획자가 IT 투자 심의 기준 및 기술 기준을 이용한 개발 규모, 투입인력, 
예산의 적정성 검토

• 관리자 및 기획자가 기 개발 시스템과의 연동성 및 중복성 파악

• 관리자 및 기획자가 기 구축된 기술 아키텍처 및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참고하여
RFP 또는 구축 계획 작성

• 관리자 및 기획자가 사전적 IT 투자효과분석을 수행하여 정보시스템 도입의 타당성

검토

• 개발자가 EA에서 정의된 데이터 표준, 
코드 표준, UI 표준, 보고서 표준 등을

참조하여 시스템 개발 수행

• 개발자가 유사한 기능 개발 시, 재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검색하여

참조 또는 재활용

• 운영자가 표준 IT 업무처리절차

및 개발 방법론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 운영 담당자 변경 시, EA
컨텐츠를 이용하여 해당 시스템

관련 정보 교육 및 제공

• 사용자 및 개발자가 표준 IT 업무처리절차 및 개발

방법론을 참조하여 시스템 시험 진행

• 관리자 및 검수자가 EA에서 정의된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을 바탕으로 감리 수행

IT Life-cycle관리를 위하여, EA를 개발/설계 표준과 같은 하위레벨 지침까지 상세화하여, IT 시스템
구축시 기획에서부터 운영 및유지보수까지의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지침 및 참
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EA)

EA Practical Use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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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What is EA?

EA Framework

Sales

Accounts
Customer
Services

Quality
Control

Assembly

Distribution Warehouse

Business
Process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EA Framework (프레임워크)은 기업이 전사아키텍처를 정의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사아키텍처를 어떻게 표현하고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사고의 틀을 결정해야 한다. 
전사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전사아키텍처 활동에서 얻어지는 산출물을 분류하고 조직화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정의하는 것이다. 

Business Architecture

Application Architecture

Data Architecture

Technology Architecture

EA Governance

Application 
Functions

Da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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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What is EA?

EA Framework Sample

e.g. DATA

ENTERPRISE ARCHITECTURE - A FRAMEWORK

Builder

SCOPE
(CONTEXTUAL)

MODEL
(CONCEPTUAL)

ENTERPRISE

Designer

SYSTEM
MODEL
(LOGICAL)

TECHNOLOGY
MODEL
(PHYSICAL)

DETAILED
REPRESEN-
  TATIONS
(OUT-OF-
    CONTEXT)

Sub-
Contractor

FUNCTIONING
ENTERPRISE

DATA FUNCTION NETWORK

e.g. Data Definition

Ent = Field
Reln = Address

e.g. Physical Data Model

Ent = Segment/Table/etc.
Reln = Pointer/Key/etc.

e.g. Logical Data Model

Ent = Data Entity
Reln = Data Relationship

e.g. Semantic Model

Ent = Business Entity
Reln = Business Relationship

List of Things Important
to the Business

ENTITY = Class of
Business Thing

List of Processes the
Business Performs

Function = Class of
Business Process

e.g. Application Architecture

I/O  = User Views
Proc .= Application Function

e.g. System Design

I/O = Data Elements/Sets
Proc.= Computer Function

e.g. Program

I/O = Control Block
Proc.= Language Stmt

e.g. FUNCTION

e.g. Business Process Model

Proc. = Business Process
I/O = Business Resources

List of Locations in which
 the Business Operates

Node = Major  Business
Location

e.g.  Business Logistics 
       System

Node = Business Location
Link = Business Linkage

e.g.  Distributed System

Node = I/S Function
(Processor, Storage, etc)
Link = Line Characteristics

e.g. Technology Architecture

Node = Hardware/System
Software

Link = Line Specifications

e.g.  Network Architecture

Node = Addresses
Link = Protocols

e.g. NETWORK

Architecture

Planner

Owner

Builder

ENTERPRISE
MODEL

(CONCEPTUAL) 

Designer

SYSTEM
MODEL

(LOGICAL)  

TECHNOLOGY
MODEL

(PHYSICAL)

DETAILED
REPRESEN- 

TATIONS 
(OUT-OF   

CONTEXT) 

Sub-
Contractor

FUNCTIONING

MOTIVATIONTIMEPEOPLE

e.g. Rule Specification

End = Sub-condition
Means = Step

e.g. Rule Design

End = Condition
Means = Action

e.g., Business Rule Model

End = Structural Assertion
Means =Action Assertion

End = Business Objective
Means = Business Strategy

List of Business Goals/Strat

Ends/Means=Major Bus. Goal/
Critical Success Factor

List of Events Significant

Time = Major Business Event

e.g. Processing Structure

Cycle = Processing Cycle
Time = System Event      

e.g. Control Structure

Cycle = Component Cycle
Time = Execute

e.g.  Timing Definition

Cycle = Machine Cycle
Time = Interrupt

e.g. SCHEDULE

e.g. Master Schedule

Time = Business Event
Cycle = Business Cycle

List of Organizations

People = Major Organizations

e.g.  Work Flow Model

People = Organization Unit
Work = Work Product

e.g. Human Interface 

People = Role
Work = Deliverable

e.g. Presentation Architecture

People = User
Work = Screen Format
e.g.  Security Architecture

People = Identity
Work = Job

e.g. ORGANIZATION

Planner

Owner

to the BusinessImportant to the Business

What How Where Who When Why

John A. Zachman, Zachman International (810) 231-0531

SCOPE
(CONTEXTUAL)

Architecture

e.g. STRATEGY
ENTERPRISE

e.g. Business Plan

TM

프레임워크 마다 Focus와 Goal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View와 Perspective가 차이가 난다. 

프레임워크 마다 Focus와 Goal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View와 Perspective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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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Application

BusinessBusiness

InventoryInventory Direction  & 
Principles

Direction  & 
PrinciplesModelsModels StandardsStandards

•어플리케이션 자산

리스트
- Appl.시스템 Profile

•어플리케이션 자산

리스트
- Appl.시스템 Profile

•전사 어플리케이션 구조

원칙

•전사 어플리케이션 구조

원칙

•Appl. 분류 체계
(AA Building Block)

•AA 구성 모델
(Enterprise App. 
Map)

•AA 연관 모델

•Appl. 분류 체계
(AA Building Block)

•AA 구성 모델
(Enterprise App. 
Map)

•AA 연관 모델

•AP개발/운용/평가표준
- 표준개발방법론
- AP운용지침
- AP 
Interface/UI표준

•AP개발/운용/평가표준
- 표준개발방법론
- AP운용지침
- AP 
Interface/UI표준

•현행 Biz Process목록
•현행 조직 구성도

•현행 Biz Process목록
•현행 조직 구성도

•Business 원칙•Business 원칙•Biz Process Model
(0,1 Level) 

•Biz Domain 구성도

•Biz Process Model
(0,1 Level) 

•Biz Domain 구성도

•Business Objectives
•Mission Statement
•Standard Operation 
Guide

•Business Objectives
•Mission Statement
•Standard Operation 
Guide

DataData

•Enterprise Data 자산•Enterprise Data 자산 •전사 데이터 구조 원칙•전사 데이터 구조 원칙•Data 분류체계
(DA Building Block)

•DA 구성 및 연관 맵

•Data 분류체계
(DA Building Block)

•DA 구성 및 연관 맵

•Data Standard 
방향성 Guide

•Data Interchange 
기준정의서

•Data Standard 
방향성 Guide

•Data Interchange 
기준정의서

•전사 시스템 맵
•전사 솔루션 구성도

•전사 시스템 맵
•전사 솔루션 구성도

•기술원칙•기술원칙•전사 TBB 모델
•IT infrastructure 모델
(TBB Level 1,2)

•전사 TBB 모델
•IT infrastructure 모델
(TBB Level 1,2)

•기술참조모델
•표준 기술 명세서

•기술참조모델
•표준 기술 명세서

TechnologyTechnology

perspectives
views

V. What is EA?

HP’s EA Views &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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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hat is Adaptive Enterprise (AE)?
•AE Definition
•AE Framework
•AE Principles
•AE Metrics
•AE Service Area
•AE Services

III. NGDC Drivers
•Infrastructure Challenges
•Infrastructure Brief Trend
•Seeking The Big Picture

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EA)
•Building the business & IT gap
•EA – The Strategic Tool
•EA Components

IV. Why Enterprise Architecture (cont)
•EA Definition
•EA Structure
•EA Practical Use

V. What is EA?
•EA Framework
•EA Framework Sample
•HP’s EA Views & Perspectives

VI. How to build EA
•HP의 EA 구축 프로세스

•EA Maturity Assessment
•Business Architecture
•Application Architecture
•Data Architecture 
•Technology Architecture
•Governance Architecture
•EA Integrated Model
•Transition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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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Maturity 
Assessment

EA        
Integration

Domain별 TO-BE Model

EA Transition

EA AssessmentEA Assessment EA EA 
FrameworkFramework EA IntegrationEA Integration EA TransitionEA Transition

Application 
Architecture

Data 
Architecture

Technology 
Architecture

Governance 
Architecture

Business 
Architecture

VI. How to build EA

HP의 EA 구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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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성숙도 평가는 IT 아키텍처 관련 조직, 정보, 프로세스, 도구 등의 여러 영역에서

현재의 수준을 파악 분석하여, 기업의 EA 요건 파악, Target 목표 설정 및 장기적인

Roadmap설정에 Input으로 활용됨.

EA Maturity 
Assessment

평가 Factor 및
항목 정의

평가 Factor 및
항목 정의

MA 1

Maturity 
Assessment 시행

Maturity 
Assessment 시행

Maturity
Assessment 결과 분석

Maturity
Assessment 결과 분석

산출물
EA Maturity Assessment Questionnaire
Assessment 분석 결과

EA 요건 파악

Roadmap설정

Target 목표 설정

VI. How to build EA

EA Matur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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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chitecture는 선진 기업 업무 모델, 업계 동향, 기업의 업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업무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함. Business 
Architecture 결과는 다른 세부 아키텍처 구성의 근거가 됨.

산출물
비즈니스 참조 모델, 비즈니스 목표, 비즈니스 현황
비즈니스 조직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체계도

Business 현황

분석

비즈니스 현황 조사비즈니스 현황 조사

B1
업무 흐름

비즈니스 프로세스비즈니스 프로세스

B2

비즈니스 목록비즈니스 목록

BA 수립

BA 수립BA 수립

B3

비즈니스 아키텍처
원칙 수립

비즈니스 아키텍처
원칙 수립

Business Reference 
Model 수립

Business Reference 
Model 수립

비즈니스 조직도비즈니스 조직도

VI. How to build EA

Busines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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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AA Framework 
정립

도메인 레벨 AA 
Deliverables Specification

도메인 레벨 AA 
Deliverables Specification

A4
AA 개념 정립

AA 분류 체계 정의
(AA Building Block)
AA 분류 체계 정의
(AA Building Block)

A2

AA 원칙 수립AA 원칙 수립

Enterprise 
level AA 수립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연관구조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연관구조

A3

Enterprise Architecture 
통합 모델 수립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맵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맵

Application 
현황 분석

Application 현황 조사Application 현황 조사

A1

Application 특성 분석Application 특성 분석
EA 전환 계획

(EA시스템화 계획 수립)

시스템 레벨 AA 
Deliverables Specification

시스템 레벨 AA 
Deliverables Specification

ISP변화
요인 반영

산출물
어플리케이션 현황 분석서
어플리케이션 분류 체계도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맵

VI. How to build EA

Application Architecture
비즈니스 아키텍처와 어플리케이션 자산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 업무 기능 및 업무

외적 기능을 분석하여 적절한 분류 기준을 수립하고,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정의. 모델링 산출물은 자산화하여 비즈니스 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 IT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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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현황 분석

현황 조사 Template
및 Project Scope결정

현황 조사 Template
및 Project Scope결정

D1

Data Inventory
현황 분석

Data Inventory
현황 분석

DA 개념 정립

DA 원칙 수립DA 원칙 수립

D2

Data 분류체계 정의
(DA Building Block)
Data 분류체계 정의
(DA Building Block)

Enterprise Level 
DA 수립

D3
DA Framework 

정립

D4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스토어 맵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스토어 맵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연관 맵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연관 맵

도메인 레벨 DA 
Deliverables 
Specification

도메인 레벨 DA 
Deliverables 
Specification

데이터그룹 레벨 AA 
Deliverables 
Specification

데이터그룹 레벨 AA 
Deliverables 
Specification

향후 DA 추진 영역 및
계획 정립

EA 통합 모델 수립
EA 시스템화
계획 수립

ISP변화 요인 반영

산출물
데이터 현황 분석서
데이터 분류 체계도
전사 데이터맵

Data Architecture는 데이터 현황에 대해 Application 및 Business 기능과의

연관관계, 데이터의 위치, 의미 등을 파악하여 Inventory화하는 절차를 통해 구축됨. 
Inventory화 된 내용을 기반으로 전사차원에서 준수되어야 할 전사 데이터 구조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류체계를 수립함. 이를 이용하여 전사 수준의

데이터 맵을 작성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데이터 아키텍처 수립의

기준을 정립함.

VI. How to build EA

Data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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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 분석

현 IT 환경 분석

IT Direction 분석IT Direction 분석

IT  Trends 분석IT  Trends 분석

TA  원칙 수립 전사 TA 수립

부문별 IT Infrastructure 
구조 정의

부문별 IT Infrastructure 
구조 정의

IT 원칙 및
Standard Guide Review 

IT 원칙 및
Standard Guide Review 

T1

T2 T3

Technology Building
Block 작성

Technology Building
Block 작성

TRM 수립

TRM 수립TRM 수립

표준 선정표준 선정

SP 작성SP 작성

T4

TA Principle 수립TA Principle 수립

전사 IT 구성현황전사 IT 구성현황

Application /Data 
Platform 식별

Application /Data 
Platform 식별

Best Practice 분석Best Practice 분석

산출물
솔루션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 기술 아키텍처 요건 정의서
전사 기술 구조 원칙, 기술 아키텍처 개념 모델 (TBB 구성도), IT Infrastructure 구조도
기술 참조 모델(TRM) , 기술 명세서(IT Profile)

Technology Architecture는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 데이터 인프라 , 전사 솔루션

등과 각 모델을 구성하는 기술 요소에 대한 규정, 기술 표준, 그리고 참조 모델을

포함함.  향후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Application, Data, 
Technology을 반영하기 위해, IT 아키텍처 모델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함. 

VI. How to build EA

Technology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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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Architecture는 IT 관리 현황 분석을 기초로 향후 적용될 원칙, 구조, 
운영 기본체계 등을 구조화 하고, 실제 적용될 구체적인 조직체계와 역할/책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모델을 수립하고 통합 관점의

Governance 모델을 포함함. 이는 EA 내부의 다른 세부 아키텍처와 그리고

EA외부의 관련 업무 절차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방안을 수립해야 함.

IT 현황분석(조직)

관리체계 분석관리체계 분석

IT 현황분석(기능)

IT 업무체계 분석IT 업무체계 분석

Governance요건정의Governance요건정의

GA 구조 정의

Policy & 
Compliance 정의

Policy & 
Compliance 정의

GRM 변경관리

IT Governance
관리 체계

IT Governance
관리 체계

활용 체계활용 체계

Governance 
Model 수립

Governance 조직
모델 정의

Governance 조직
모델 정의

Governance
프로세스 정의
Governance
프로세스 정의

GA Principle 정의GA Principle 정의

G1

G1

G2 G3 G4

인력/운영체계 분석인력/운영체계 분석

EA Governance
체계 수립

EA Governance
체계 수립

산출물
Governance 요건정의서, 관리체계 분석서, 인력/운영체계 분석서
GA Principle 정의서, GA Policy & Compliance 정의서
Governance 조직 모델 정의서, Governance 프로세스 정의서

VI. How to build EA

Governanc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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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rchitecture

Integrated Enterprise Architecture 

Application ArchitectureData Architecture

Business Architecture

EA Domain Level 
(Separated View)
-Business
Application
Data
Technology 

어플리케이
션/데이터 상

관도
(AA/DA)

비즈니스
/App 상관도

(BA/AA)

어플리케이
션군별 기술
특성 분류
(AA/TA)

어플리케이션
/조직 상관도

(BA/AA)

어플리케이션 리스트

AA Framework
(Application taxonomy)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성도

EA System Level (Integrated View)EA System Level (Integrated View)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성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Technical Building 
Block

참조 데이터 관리 데이터

Conceptual Data 
Model

Physical Data Store
(DB)

Business Process Business 
Organization

End User

Administrator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App/App
상관도

Business Objective

비즈/조직

상관도

TBB 구조

시스템 맵

TRM

SP

Subject Area 정의
(Data Taxonomy)

Logical Data Store
(DB Group)

Data Management

VI. How to build EA

EA Integrated Model
Business, Application, Data, Technology 관점에서 수립된 아키텍처 모델이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전사 아키텍처 통합 모델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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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아키텍처 수립 과정을 통해 도출된 EA Framework을 기반으로, EA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Transition을 수행함. 이는 Transition Requirement를 도출하고

Transition Strategy (Roadmap) 및 Plan을 수립하는 과정. EA 전환 계획은 EA 구축과

활용 관점에서 이행되며, 그 결과 EA에 대한 변화관리 방안 및 EA 시스템 유지

방안을 산출함. 

이행 전략 계획

EA 이행 전략
(EA 전환 및

미래 IT 아키텍처 구현
Roadmap) 

EA 이행 전략
(EA 전환 및

미래 IT 아키텍처 구현
Roadmap) 

TR1
EA 변화 관리
방안 수립

EA Skill up 
프로그램 수립

EA Skill up 
프로그램 수립

TR2

EA 변화체계 수립EA 변화체계 수립

Transition 
Requirement 도출

Transition 
Requirement 도출

EA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솔루션 검토솔루션 검토

시스템화 요건 정의시스템화 요건 정의

구축 계획 수립구축 계획 수립

TR3

EA 전환 일정 계획EA 전환 일정 계획

산출물
전환 계획서

교육계획서
시스템 구축 계획서

VI. How to build EA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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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How to build EA

EA Summary
< Description >

• HP의 Enterprise Architecture 서비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Ecosystem의 청사진을 제시

• HP의 EA Guidelines & Methodology를 통해 신뢰성이

높은 IT 구조를 수립

• HP IT에 적용한 검증된 Reference Model을 활용

< EA Approach >

• 의미 있는 개혁이 되도록 방향성을 설정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향상시킴

•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IT 민첩성 확보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IT 자원의 단순화(Simplification) 및 재사용성을 향상

• 기업 IT의 생산성 향상

Impact on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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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Intermediate

High

Streamlined architecture Streamlined architecture 
– improved cost-
structures through 

horizontally optimized 
collaboration

Strategic architecture Strategic architecture –
Re-usable, modular 

leading edge service 
components

Basic architecture Basic architecture 
– standardization 
and simplification

< EA Program >

• 목적 : 통합에 따라 방대해진 전사의 업무, 프로세스, 
정보, 기술, 각종 솔루션에 대한 원칙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

• 기대효과
− IT의 비즈니스 지향성 확보
− 기업 IT의 복잡성 감소
− 전사 자원의 재활용성 증대
− 생산성 향상(비용절감)
− Ubiquitous workforce

• 전사 비즈니스, 정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정보기술
전략 및 이들이 기업 업무 및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목표 수립을 위해
지속적 관리 수행

• Architecture Management Team 을 포함하여 각
조직간의 협력 및 적합한 절차를 통해 추진,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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