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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시 프로젝트 진행 도중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IT 프로젝트 대부분이 도입, 사용하는 요구사항분석-설계-개발-테스트-배포-유지보수단계 
중 개발단계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PMG 란 Project 
Management  Negotiator 의 약자로서 개발 시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고객과 개발자 간의 개발

에 소요되는 난이도 , 일정, 비용에 따른 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모델에 근거한 매핑테이블과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실제 pilot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용성을 검증한다. 제시한 프로젝트 관리 협상 
모델을 통하여 일정에 차질 없는 프로젝트가 수행 가능하며 비용절감 및 고객만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정, 비용 측면 및 고객 만족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보

다 더 나은 일정준수 , 효율성 , 정확성 등의 정량적,정성적 만족을 확보할 수 있다. 
 

1. 서론 

대부분의 IT 프로젝트의 70%는 일정, 비용, 품질 
목표를 만족하지 못한다. 또한 IT 프로젝트 중 50%는 
예산을 초과하며 프로젝트의 실패율은 66%에 달한다. 
IT 프로젝트의 취소 비율은 52%이며, 납기 지연 사례

는 82%에 달한다.  또한 정 80%이상의 프로젝트가 예
산을 초과하고 예산초과액은 평균적으로 50%를 상회

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는 IT 프로젝트가 가진 고
유의 비가시성, 무형성의 특성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IT 프로젝트 진행 시 에는 크게 Consulting , Hardware, 
Software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특히 SW 는 눈에 보
이지 않는 무형성 으로 인해 요구분석, 설계단계에서

는 Software 의 진척단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개발 단계에서 고객들의 요구사항

이 변경 되어 일정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매우 많다. 
IT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개발단계에서의 프로젝트

가 진척되면 개발산출물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객이 기존의 요구사항과는 변경된 다른 사항들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 프로젝트내의 변경사항 요청으

로 인해 일정 지연 및 비용초과가 발생하게 되고 결
과적으로 고객 불만족으로 이어 지는 악순환이 이루

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 프로젝트 수행 시 개발단계 및 

유지보수에서 고객과 개발자간에 서로 다른 사고와 
이해로 벌어 질 수 있는 병목점 현상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고객과 개발자간의 서로 다른 
사고와 이해는 프로젝트 수행 시에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지연뿐 아니라 취소 및 실패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 또한 발생한다. Customer 와 
Developer 는 동일한 변경이나 문제에 대해 상호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변경이 반복적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화면 UI 에 해당하

는 기능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객은 쉽게 변경요

청을 하지만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변경요청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애매모호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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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아주 쉽고 어려운 것은 구분하기 쉬우며 일정에 
대한 협의 또한 쉽게 이루어 진다. 하지만 프로젝트

를 진행 시 애매모호한 것들은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도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

과 개발자간의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모델을 수립하고 
프로세스 정립해보고자 한다.  
 

2. 제안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PMG(Project 
Management neGotiator)이다. PMG 의 개념은 다음과 같
다. 개발단계 시 고객이 이미 구축된 개발 산출물의 
UI 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능상의 이해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상호간의 관점 및 이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 및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PMG 의 개념상 역할을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PMG 개념도 

① 고객과 개발자간 개발 시 변경요청에 대한 상

호간에 이견발생  
② 애매모호한 변경 요청에 대해 PMG 에 전달 
③ PMG 에서는 애매 모호한 변경 요청 사항에 대

에 Mapping Table 을 통하여 변경에 대한 난이

도 유저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한 상호 협의. 이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프로

세스를 통하여 해결 될 때까지 고객과 개발자

간의 협상을 진행 
④ 협상 결과 상호 동의한 결과에 대한 결과를 고

객에 통보하고 다시 일정조율 후 개발시작 
 
PMG 모델에서는 개발단계에서 Stakeholder 들 간에 

벌어 질 수 있는 문제에 Focus 를 맞추었다. 

 
 (그림 2) 프로젝트 단계 

이때 개발단계에서 일어날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상호 
협상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실제 IT 프로젝트

에서 빈번하게 일어날수 있는 애매모호한 변경요청 

사항에 대한 고객 및 개발자간의 협의를 도출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일정 지연 및 프로젝트 취소 등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고객이 개발단계에서 변경요청을 빈번히 할 수 있
는 문제점은 소프트웨어가 가진 특성에 기인한다. 소
프트웨어의 본질적으로 비가시성, 변화가능성, 복잡성

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객은 실제 
산출물이 가시적으로 구분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 단
계에서 변경을 요청하고 이로 인해 일정의 지연 및 
비용추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PMG 의 매핑 테이블의 구성요소는 세 부분인 Design, 
Internal, External 으로 되어있으며 세부적으로 난이도

에 따라서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표 1> PMG 맵핑 테이블  

UI  및 내 외부 인터페이스 요소 비고 난이도 세부 
분류 Design Internal External  
A1 4h 4h 4h 
A2   8h   8h   8h 

↑

하 A 
A3   12h   12h   12h 

단위  
(시간) 
4단위 

B1   16h   16h   16h 
B2   22h   22h   22h 

 
B 

B3   28h   28h   28h 
6단위 

C1   34h   34h   34h 
C2   42h   42h   42h 

 
C 

C3   50h   50h   50h 
8단위 

D1   58h   58h   58h 
D2   74h   74h   74h 

↓

상
D 
 

D3   90h   90h   90h 
16단위

 
PMG 맵핑 테이블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ㄱ. 난이도 부분: A,B,C,D 중 A 가 난이도가 가장 
낮으며 D 가 가장 높다. 그 중 세부분류 중 
A1,A2,A3 중 A1 이 난이도가 낮으며 A3 가 난
이도가 높다. 

ㄴ. UI 및 인터페이스부분 : Design 은 화면디자인

을 의미한다. Internal 은 내부의 제어, 입출력, 
알고리즘 , 트랜잭션 등을 의미한다. External 
은 외부와 통신하면서 필요한 제어, 입출력, 
알고리즘, 트랜잭션을 의미한다. DS 는 Data 
Schema 로서 UI 수정, 보완 시 실제 DB 의 논
리적 물리적 DB schema 의 변경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ㄷ. 단위 시간 : 실제 개발단계에서의 단위시간을 
기본적으로 4 시간으로 산정. 이유는 하루 8 시

간 작업 반나절을 기본 작업수준으로 보고 난
이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의 기준을 상향. 

A 는 4 시간, B 는 6 시간, C 는 8 시간, D 는 16
시간이 기본 단위   
 

위의 PMG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여 고객과 개발자간

에 개발 시에 변경에 대한 정량적인 난이도와 작업시

간을 파악 할 수 있다. 각 UI 및 인터페이별 세부적

인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PMG Mapping 세부분류표> 

301



제2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 제1호 (2008. 5.) 

 

구분 세부 
분류 내용 비고 

A 
단순히 디자인 한 부분에 대한 
Program 입히기 
4h(A1),8h(A2),12h(A3)  

4h 

B 
디자인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추

가가 필요한 경우 
16h(B1),22h(B2),28(B3)  

6h 

C 
 

디자인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추

가가 필요한 경우 
34 h(C1) 42h(C2) 50h(C3) 

8h 

Design 

 
 
 
 
 

 

 
 

D 
디자인의 프레임이 변경 되어 많

은 시간과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 
58h(D1), 74h(D2), 90h(D3) 

16h 

A 
단순 코딩 작업으로서 간단한 UI 
변경 작업 
4h(A1),8h(A2),12h(A3)  

4h 

B 
프로그램 제어문, 반복문등 프로

그램  작업 
16h(B1),22h(B2),28(B3) 

6h 

C 
프로그램 파일입출력, 성능 알고

리즘 튜닝 , 트랜잭션처리 
34 h(C1) 42h(C2) 50h(C3) 

8h 

Internal 

 

D 
Data schema 변경 및 제어, 반복 
성능 알고리즘, 트랜잭션 
58h(D1), 74h(D2), 90h(D3) 

16h 

A 간단한 외부 입출력 수정 
4h(A1),8h(A2),12h(A3) 4h 

B 
외부 입출력 , 제어문 , 반복문 
프로그램 작업 
16h(B1),22h(B2),28(B3) 

6h 

C 
외부 프로그램 트랜잭션처리 , 알

고리즘 튜닝 
34 h(C1) 42h(C2) 50h(C3) 

8h 

External 

D 
Data schema 변경 및 제어, 반복 
성능 알고리즘, 트랜잭션 
58h(D1), 74h(D2), 90h(D3)  

16h 

 
위의 PMG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실제 고객의 변경 

요구 사항에 대한 상호협상 할 수 있는 정량적인 모
델을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고객과 개발자 간의 
협상 프로세스 및 교육 프로세스는 그림 3 및 4 와 
같다. 첫 번째로 PMG 프로세스에 대한 것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PMG 프로세스 

① 개발단계에서의 Customor 의 개발 변경/신규요

청 발생 
② Developer 의 요청 Accept or Deny. Deny 인 경

우 Negotiator 에 통보 
③ Negotiator 에서 Customer/ Developer 간 협상 

신규,수정 분류 Internal, External, Design

및 난이도 협상. 협상 결렬 시 상호 양보하여 

다시 협상. Negotiation 될 때 까지 협상 
④ 협상 후 결과를 Customer/Developer 에 통보 
⑤ 협상결과에 따른 스케줄 작성 및 작업 

Distribution, Test 
⑥ 협상결과의 Log 화 

 
 둘째로, 고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교육에 대

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며 교육에 대한 프로세스

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PMG Education 프로세스  

 

① PMG 에 대한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Customer 

교육 
② PMG Mapping Table 의 구성인 Internal, 

External, Design 및 세분 분류인 난이도 설명 
③ PMG 의 Negotiation 의 과정에 대한 설명  

협상 결과 작업 Distribution 및 Schedule 표

기 및 협상 결렬 시 상호 양보 하에 협상 재시

도 (협상이 완료될 때 까지 반복) 
④ 협상결과가 Project Plan 에 적용될 수 있는 

Legal 한 결과임에 대한 Notify .  
상호 Mutual Agreement Sign  

 
3. 제안 모델 구현 

이 장에서는 제안 모델인 PMG 에 대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효용성에 대해 기술한다. 첫째로 구현모

델을 사전단계인 설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E-mail 기
반으로 PMG 모델의 타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3 PMG 설문분류표> 
설문 구분 핵심내용 비고 
프로젝트 경험  IT 프로젝트 경험한 유무 Y/N 

실패한 경험 IT 프로젝트 실패 유무 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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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Phase 단계 
시 요구사항 변경/
신규 요청 발생 
경우 

개발단계에서 고객의 Change, 
Modify , New로 인한 일정지연 ,비용

초과, 품질저하로 인한 프로젝트 실

패 경험 유무 

Y/N 

PMG 필요성  PMG에 대한 소개 및 필요성 유무 Y/N 

PMG Mapping 테

이블 및 상세 
Mapping Table 적

정성 

PMG의 Mapping Table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통한 고객과 개발자간의 
Gap을 줄 일수 있는 유무 

1~5 

PMG Process의 적

정성 
PMG Process 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적정성 1~5 

Education PMG 
Process의 적정성 

고객의 Education 의 중요성 설명 및 
이에 대한 적정성 1~5 

기타 의견 PMG외에 개발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issue에 해결 방법에 대한 기타 
의견 

Subject

 
<표 4 PMG 시스템 화면> 

Nego 제목 결제 Program 변경 

Nego 분류 design  internal  external   기타  

세부난이도    C1   C2    C3    C4   

기    간  External C3 -> 50h ( 6.25day) 

대상자 Email  tt@tt.co.kr (위의 사항이 이메일 전송) 

첨부파일      관련 파일 첨부 

내  용 협상 분류 및 난이도 세부난이도에 대한 설명 

 
4. 제안 모델의 검증 

이 장에서는 PMG 모델에 기반한 고객과 개발자간 상
호 협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PMG 모델의 타
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PMG 시스템을 통해 상호 협상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기간 동안 
Stakeholder 들 간에 Issue 사항에 대한 협의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협상 결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협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위의 PMG 모델을 통하여 개선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PMG 적용 개선 효과> 
항목 효과 비고 

고객 
측면 

IT 프로젝트 이해도 증가 
프로세스, Mapping  table
로 고객 만족도 증가  

프로세스 수립 
Mapping table수립 
교육 프로세스 수립 

개발자 
측면 

합리적인 작업 단위 
Internal, External, Design적 
난이도 정량화, 품질 증가 

정량적인  
작업기간 예측 

일정측면 IT 프로젝트 개발기간 동

안 일정지연 최소화  
Stakeholder간 협의 
일정 정량화 

비용측면 일정 지연 최소화로 인한

추가비용 최소화 비용 및 고품질  

 

기존의 프로세스는 개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객의 Change, Modify, New 요청에 따라서 개발 단계

에서 부하로 인한 일정에 차질을 입을 수 있다. PMG
를 통하면 개발단계에서 일어날수 있는 지연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정량적인 개발 spec 을 체계화 시킬 수  
있으며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5 PMG 측정결과> 
항목 기존방법 PMG 방법 향상도 

측정

기준

애매모호한 External 작업 난이도 C1 요청 발생시 
<표 1> PMG 맵핑 테이블 참조시 PMG시 34h 소요 

비용 4h 기준시 20단위 소비  
만족도 기준 (높음)5-4-3-2-1(낮음) 

일정

측면
+64h 소요 +34h일 소요 

30h 이득 
협상을 통한 
빠른 피드백

비용

측면

16(64/4) h* 20단위 
320단위 

8.5(34/4) h * 20단위 
170단위 

150단위이득

빠른 협상결

과 비용이득

만족

측면

Customer / Developer 
일정지연 / 비용증대 
2단위 

Customer / Developer 
일정지연/비용증대최소

화 
4단위 

2단위 향상 
Customer/ 
Developer간 
원활한 협의

 
5. 결론  

PMG 모델은 개발단계에서 일어날수 있는 
Customer 의 변경, 신규 , 수정 문제를 Developer 와 협
력 수 있는 Negotiation 모델 및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PMG 를 통해서 Stakeholder 간의 일정지연 문제를 최
소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호 협상한 결과 및 
이력들을 history 화 할 수 있다. 또한 PMG 교육 프
로세스를 통해서 고객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고객

이 IT Project 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으며 Issue 들에 
대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프로젝트 기간 동안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개발자 측면 또한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서 작업 분류 
별, 난이도별 개발기간이 정량화 되므로 합리적인 개
발 기간 확보 및 수준 높은 품질의 task 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제시된 모델의 적용한 시스템의 프
로젝트 적용을 통해 실제 그 유용성 및 효율성을 수
치화 하여 측정하여 모델의 우수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겠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인지하고 개발 기간에 고객의 변경, 수정, 신
규 개발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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