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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프로젝트 관리는 모든 조직(발주기관, 개발기관, 감리기관)에서 가시적으로 성숙되기 시작하였다. 프로세스 성숙

도 모델은 프로세스 측면이 강조되어 수행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조직의 프로젝트 성공 수준을 높이

기 위한 모델로 국내에서는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CMMI) 모델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프로세

스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증하지는 못한다[2]. 현재 프로젝트 감리 영역 중에 사업 관리 분야는 각 단계

별로 계획과 실행의 차이를 파악하여 사업 발주자의 보고용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3]하고 있어 프로젝트 

수행조직의 성숙도측면은 평가할 수 없어 실패에 대한 시행착오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회사

에서 많이 적용된 International Institute of Learning (IIL)사의 프로젝트관리성숙도모델(Project Management 

Maturity Model, PMMM)을 적용하여 조직 성숙도 모델의 설문 항목과 프로젝트 감리 점검항목과 연계함으로써 해

당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한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조직 성숙

도 평가 수준을 평가하여 프로젝트 조직의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이 가능한 모델을 설계한다.

2. 감리점검항목을 이용한 조직 성숙도 평가 모델 

 프로젝트 관리 성숙도 모델(PMMM)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조직의 성숙도 수준을 1단계인  공통적인 언어사용

(80개: 설문항목)부터 , 공통적인 프로세스적용(20개), 단일방법론(42개), 벤치마킹(25개), 지속적인 개선(16개)까지 

5단계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프로젝트 수행 시 감리평가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감리 영역에서 감리 준거성 지표 및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해설서의 프로젝트 점검항목은  감리준거성지표를 유

용하면서도 활용하기에 용이한 현실성 있는 지표를 도출하여 프로젝트 감리를 위한 정량적 증거로 용이하고, 유용

한 준거성 지표를 도출 하였으며[7] 사업 관리 부분은 정보시스템감리점검해설서의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감리 시점의 착수/계획, 실행/통제, 종료 시점으로 구분하였다[3].

  감리점검항목기반 조직성숙도항목 맵핑과 평가모델 설계는 발주기관과 개발기관의 프로젝트 조직성숙도 정보와 

프로젝트에 대한 준거성 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조직성숙도항목 과 평가모델 맵핑 구현을 위한 협력 다이어

그램(Collaboration Diagram)은 다음과 같다.

Developement Org

Evaluation_ Mapping_analysis

2 : get_interview()

Publish Org

4 : get_interview()

Audit_Org

1 : request_info()

3 : request info()

5 : register interview item()

6 : Muturity_Model()

7 : Norm_Item()

8 : Audit_Item()

9 : confirm_muturity_results()

그림 1 조직성숙도 및 프로젝트 감리 평가 모델 구

현을 위한 협력 다이어그램

1단계: 개발기관에 조직성숙도 및 프로젝트 정보 요청

2단계: 개발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 수집

3단계: 발주기관에 조직성숙도 및 프로젝트 정보요청

4단계: 발주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 수집

5단계: 개발 기관과 발주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조직성숙도 및 감리 평가 시스템에 정보 등록

6단계: 조직 성숙도 모델과 맵핑 및 수준 평가

7단계: 준거성 지표에 대한 계산

8단계: 감리 점검항목에 대한 카테고리별 결과 평가 

9단계: 조직 성숙도 모델과 감리 점검항목에 대한 결

과 확인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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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MMM 감리준거성 지표 감리점검항목 제안 모델

성숙도 O X X O

객관성 △ O O O

용이성 X O X △

유용성 X O O O

전문성 O O O O

정량적 O O X O

확장성 O X O O

3. 비교 및 평가

  감리점검항목기반  조직 성숙도 측정을 위한 설문 항목을 정량화하여 측정 가능한 감리 중점 점검 항목과 연관성

이 있는 부분들 맵핑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제안된 프로젝트 조직성숙도 모델 비교 (O : 높음 , △: 중간  , X 낮음)

<표 1> 조직성숙도 모델에서는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로 전문적인 성숙도 측정 

및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용이성과 유용성에서 낮

게 평가되었고 특정 기업의 성숙도 모델로 객관성은 중간으로 평가하였다. 감리 준거성 지표 부분은 설문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감리 증거로써 감리 의견, 프로젝트 관리 목적, 증거 획득 및 관리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여, 객관적

이고 정량적으로 용이성과 유용성이 검증[7] 되었지만 성숙도 측정 항목이 없어 확장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감리 

점검 항목에서는 프로젝트 감리를 위한 지침서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용이하며 유용하게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성숙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량화 하는 부분은 감리인 재량에 따라 표현 되고 있어 성숙도 및 정량화 부분

은 낮게 평가 되었다. 따라서 제안 모델은 검증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객관성을 유지 하여, 사전에 정량적 기준을 

발주 기관과 개발 기관이 협의에 의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다.

4. 결론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중요 목표인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프로젝트 감리점검항목과 연계

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제시된 조직 성숙도 모델은 프로젝트 관리 조직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에서 활용 시 전사적인 프로젝트를 관리 할 수 있는 모델로 조직의 프로젝트 성숙도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현 모델을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성숙

도 모델과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연관성을 추적하여 프로젝트 수행 조직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

젝트 성숙도 및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본 논문은 특성에 맞는 평가 항목들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감리 점검 항목을 이용한 조직 성숙도 

분야에 대한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전략과 연계된 성과 평가 모델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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