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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로젝트에 있어서 로젝트 리자의 정보화 역량과 

리 역량이 로젝트 성공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 로젝트 규모의 조 효과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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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오늘날 기업에 있어서 정보시스템은 이미 일

상 인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수 을 넘어

서 기업의 생존  성장을 한 장기 이고 

략 인 차원에서의 역할이 매우 요하게 인

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러한 목 에 부응하기 한 정보시스템의 재 구

축 는 SI 로젝트의 추진에 한 필요성이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쟁우

확보와 신규 사업 략 추진 등의 경 신을 

한 SI 로젝트는 요구되는 정보기술의 수 이

나 규모 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 형화되고 있다. 이처럼 SI 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요구되는 기술수 이 복잡해질

수록 SI 로젝트의 실패 험성이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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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스템 통합(SI)  IT 인 라 구축에 외부 

아웃소싱 용역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IT 분

야의 아웃소싱은 꾸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만(남기찬, 2006), 실제로 국내의 많은 기업에서

는 로젝트의 목 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엄청난 

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기 했던 만

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실패로 끝나는 사

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온기홍, 김원배, 

2003). 여 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로젝트 

근방법의 문제 , 원 간의 불화, SI기술에 

한 문성 결여, 고객 리 능력의 부재 등은 

로젝트에 따른 비용손실, 일정 과, 고객 불만족 

등을 래하며, 결국 경 신을 해 추진했던 

로젝트가 일정을 과하거나 도에 포기되

는 등 기업 활동 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SI 로젝트의 성공을 해서는 로젝트 목

표설정, 리자 역량, 충분한 자원 지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모두 잘 부합되어야 한다. SI 로젝

트 련 논문들에서는 여러 가지 성공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인 성공요인으로 명확

한 로젝트 정의와 목표 설정, 성공 인 구축 

략, CEO의 폭 인 지원, 역량 있는 로젝

트 리자(Project Manager)의 선택, 노련한 SI

업체의 선정, 사 인 인 , 물  자원 지원, 

지속 인 변화 리 등을 들고 있다. 많은 문가

들은 이들  가장 요한 성공 요소로 로젝트

를 책임지고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  문

성을 지닌 로젝트 리자라고 할 수 있다(Al 

Neimat, 2006). 

로젝트 리자는 해당 로젝트의 주요 책

임자이기 때문에 로젝트를 제 로 이해하고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어야 하고, 로젝트 반에 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업에서는 로

젝트의 목 을 명확히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문성과 고객과의 원만한 계형성을 통해 고

객의 요구를 충분히 반 하고, 원들의 성향을 

악하여 능동 으로 업할 수 있도록 조율하

는 리역량을 지닌 로젝트 리자의 부재가 

SI 로젝트의 실패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로젝트 리자에게 리책임

과 기술책임을 혼동하여 잘못된 책임을 부과하

는 등 인 자원에 한 리의 오류가 로젝트 

실패의 근본 인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류한

석, 2006). 이 듯, 실제 장에서 문성을 지

닌 정보화 역량과 리역량을 지닌 로젝트 

리자의 부재가 SI 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종종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 학문 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근

하여 실증 인 검증을 수행한 연구가 매우 미흡

하다. 즉, 구체 인 로젝트 리자의 역량은 

무엇이며, 로젝트 규모에 따라 필요한 역량의 

차이가 있는지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로젝트 리자 역량에 

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도출하고, 그에 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로젝트 리자의 역량 

 문 인 기술지식, 정보활용 능력 등을 포함

한 정보화 역량은 로젝트 공 자 측면의 성공

도(비용 감  일정 수)와 사용자 측면의 성

공도(고객만족)에 각각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 2) 로젝트 리자의 역량  업무이해 능

력, 고객, 원간의 의사소통, 고객 리능력 등

을 포함한 리 역량은 로젝트 공 자 측면의 

성공도(비용 감  일정 수)와 사용자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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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도(고객만족)에 각각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 3)이러한 로젝트 리자의 역량과 로젝

트 성과간의 계는 로젝트 규모에 따라 달라

지는가?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로젝트 

리자의 정보화 역량과 리역량이 로젝트 성

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로젝

트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리자의 역량에 차이

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로젝트 리자가 갖춰야 할 정보화 역량과 리 

역량에 한 문헌고찰과 로젝트 성공에 한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 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4장과 

5장에서는 실증연구를 한 분석방법과 결과를 

도출하고, 마지막 6장에서 연구에 한 결론  

시사 , 연구 한계  등을 논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프로젝트 관리자의 정보화 역량 

(Information Competency)

정보화 역량이란 한 조직이 정해진 본연의 목

표를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자

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정보기술을 

수행하는 조직  기능(마 , 재무, 제조 등)과 

효율 으로 연결시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Dhillon and Lee, 2000). 한, 로젝

트 업무에 한 문지식을 바탕으로 로젝트 

세부 활동을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역량

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화 역량의 유형

으로는 문기술, 응용분야의 업무지식, 시스템 

개발 련 지식, IT활용지식  IT지식 습득 등이 

있다(Bassellier et al., 2001). PMI(2004)에서는 

로젝트 리자의 역량으로 로젝트 리지

식, 일반 경 리지식, 응용기술 지식  표 , 

기술 환경에 한 이해 등으로 규정하 으며, 김

은홍, 김화 (2006)도 SI 로젝트 성공을 한 

리자의 역량으로 문  지식과 기술, 통합  

개념  지식  기술, 인간 계 기술 등을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젝트 리자가 이러한 정보화 역량을 갖

추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개인정보화 수

 진단(Evaluation Indices of Personal 

Informatization)을 통한 개인별 평가를 수행하

기도 한다. 개인의 정보화 수 을 평가하기 한 

개인정보화 수  진단 평가모형은 <표 1>과 같

이 크게 정보화 마인드, 정보기술 지식, 정보활

용 능력, 정보발  능력의 4가지 역으로 나

어진다(김찬식 외. 2003). 정보화 마인드는 정보

윤리, 최신 IT 정보, 정보화 략의 이해 등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정보이해력  소양을 의미하며, 

정보발  능력은 정보화를 통한 지식생산, 가치

창출  정보활용 능력을 의미한다. 한, 정보

기술 지식은 일반 인 정보시스템 지식과 더불

어 특정 업무수행을 해 알아야 할 기술 인 

정보지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활용 능

력은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로젝트 업무 

활용 시 정보시스템  기술을 효율 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 정보화 수 을 역량모형에 기 하여 평

가하면 직무수행에 있어 개인의 정보화 역량을 

합리 으로 연계, 배치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

성 향상과 성과측정의 객 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이주인, 2000). 하지만, 개인 정보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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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 개념

정보화 마인드 정보화 계획, IT수용  확산, 정보가치  등 정보화에 한 이해  가치  측면 평가

정보기술 지식 정보기반, 응용, 정보시스템 등 정보기술 련 지식의 정도를 평가

정보활용 능력 정보이용, 정보응용, 정보 리 등 정보 련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

정보발  능력 정보기반, 정보능력향상, 정보지식생산 등 정보역량의 잠재  발  가능성을 평가

<표 1> 개인 정보화 수 진단 평가 모형 

진단 평가 모형은 개인의 정보화 역량이 기업의 

업무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구체 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젝트 리자의 정보화 역량 

측정 시 개인정보화 수 진단 평가 모형에서 제

시한 평가 역을 바탕으로 로젝트 리자의 

정보화 역량을 정보이해능력, 정보활용 능력, 정

보발  능력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이 로

젝트 성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

로 알아본다. 

2.2. 프로젝트 관리자의 관리역량 

(Managerial Competency) 

로젝트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한 리

자의 역량은 IT기술과 업무이해 능력 등의 문

성을 지닌 정보화 역량뿐만 아니라 원, 고객과

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인간 계 련 기술 

등을 포함한 조직 행동론  리역량이 요하

다. 최근의 SI 로젝트는 차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여러 분야의 문  기술과 업무 로

세스가 융합 으로 용되고 있다. 부분의 

규모 로젝트는 해당 로젝트에만 국한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원뿐 아니라 기업 반에 걸

쳐 다양한 부서의 지원과 조직의 모두 참여가 

요구되어 지기 때문에 로젝트 리자가 로

젝트를 성공 으로 이끌어 나가기 해서는 기

술  측면과 리  측면 모두에서 리더십을 보

여줘야 한다. 한, 실제 정보시스템의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부분 기술  

측면의 문제라기보다는 리 인 부분에 기인

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 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최고경 자와 

정보시스템 리자 등의 리지원이 정보시스템 

성공에 요한 향을 미친다(William, 1995). 

리역량은 로젝트의 일정, 원가, 험 등 

로젝트 수행단계의 모든 내용을 리, 감독할 

수 있는 역량과 원, 고객과의 조화를 이끌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인간 계 역량을 포함한

다. Lee 등 (1995)은 로젝트 리자의 역할이 

기술 인 부분과 같은 업무 역에 국한되어서

는 안 되며, 조직 리  고객 리와 같은 인간

계 형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도 매우 요

하다고 주장한다. 한, 이상 인 로젝트 리

자는 기술 인 노하우와 지식을 비즈니스 로

세스에 하게 용하고 효과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리 인 지식을 증진시키기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표 회(ANSI)에서 로젝트 리표

으로 지정된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에서는 로젝트 리자 

역량을 크게 리역량, 기술역량과 의사소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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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나 고 있다 (PMI, 2004). Gillard(2009)

도 Goal and Action Management, Leadership, 

Human Resource Management, Directing 

Subordinates, Focus on Others의 역량을 효과

인 로젝트 리자로서 요구되는 역량으로 제

시하고 있다. 한, 신청담(1996)은 리 능력분

야로 기업가  능력, 기획·조직력, 일반 리 능

력, 의사소통 능력, 고객 리 능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젝트 

리자의 리능력에 한 여러 문헌을 토 로 리

자의 리역량을 로젝트 리지식, 인간 계 능

력, 업종 문지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로젝트 리 지식은 로젝트와 련

된 모든 계약 계의 리를 의미하며, 범 산정

능력, 험감지능력, 형상 리능력, 계약 리능

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인간 계 능력은 

로젝트 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갈등 발생 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 계

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통솔력, 동기부여, 리더

십,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러한 인간 계 능력은 

고객과 친 한 계를 유지하는지, 고객을 자신

의 논리로 설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고객의 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요구상

황에도 유연한 처를 할 수 있는지, 고객과의 

문제가 발생시 탁월한 문제 해결능력이 있는 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Gillard, 2009). 셋째, 업

종 문지식은 로젝트 리자가 수행하는 해

당 로젝트의 업종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해력, 련 문 자격 보유 여부를 의미한다. 

이처럼 로젝트를 성공 으로 이끌기 한 

여러 요인들이 하게 잘 부합되어야 하고, 그 

 체 으로 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리자

의 역할은 로젝트 성과에 요한 역할을 한다. 

로젝트 리자의 기술  역량인 정보화 역량

과 험 리, 스 링, 고객 리 등과 같은 

리 역량은 모두 동일한 비율로 요하게 간주되

기 때문에 로젝트 리자는 어느 특정 부문

(기술 , 리 )에 치우친 역량만을 개발, 보유

해서는 안 된다고 지 한다. 

2.3 프로젝트 성공도 (Success of SI 

Projects) 

정보시스템 개발 로젝트의 성과는 주어진 

일정과 산의 범  내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목

에 부합한 정보시스템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

된다(한연옥, 2007). Kerzner(2001)은 주어진 

일정 산과 기간 내에 로젝트 활동을 완료하

여 고객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 로젝트의 성

공을 특정 짓는다고 정의하 다. 한, 고객만족

도 역시 로젝트의 성공도를 단하는 요한 

지표가 된다. 

Zviran와 Erlich (2003)의 연구에서는 사용자 

만족 요인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측정하는 가

장 일반 이고 요한 기 이 되며, 사용자 만족

은 정보시스템 성공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DeLone와McLean 

(2003)에서는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정보사용

도, 사용자 만족, 개인 향, 조직 향 등 여섯 

가지 요인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통

해서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는 임워

크를 제시고 있다. 그들은 정보시스템 성과 평가

모형을 통해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

질이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Gatian(1994)는 사용자 만족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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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인지한 시스템 성능 간의 계를 측정하여 

사용자 만족이 시스템 성능을 체할 수 있는 

체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 으며, 

Rai 등(2002)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성과

를 구성하는 정보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이 사

용자 만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한, 김종욱 등(2004)은 정보시스템 사용자

의 기 , 시스템의 지각된 성능, 기 불일치가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연구

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성능은 사용자 만족에 매

우 유의한 향을 미치며, 사용자가 가지는 기  

불일치가 정보시스템의 성과와 더불어 사용자 

만족에 매우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같은 로젝트 결과

에 해서도 사용자의 기 수 에 따라 만족도

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서, 로젝트의 결과가 

고객의 요구와 기 에 부합되고 고객에 의해 인

지된 정보시스템 성능이 우수할 때 비로소 고객

만족이 실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effery(1988)의 연구는 로젝트 성공을 달

성하기 한 주요 련요소를 로젝트 공 자 

측면과 사용자(고객) 측면으로 나 어 제시하고 

있다. 로젝트 공 자 측면에서는 일정(정해진 

일정 수), 산(정해진 산 범 의 수), 성

능(정해진 로젝트 결과물의 성능 수)요소

를, 고객 측면에서는 사용성(고객의 의도 로 

사용되는 정도), 만족성( 로젝트 결과물에 

한 만족도), 효용성( 상되는 사용자 이익)을 제

시하 는데, 이를 통해 로젝트 성공을 평가할 

수 있다.  공 자 측면에서 로젝트의 성공도 

기 인 일정 수는 로젝트 일정 내에서 고객 

요구수  달성 정도를 의미하며, 일정 내 정해진 

과업 범 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지, 고객의 요

구사항을 시에 마무리 하는지, 정해진 계약기

간보다 상당기간 앞당겨 완료하는지, 무리한 야

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지 등 요인을 통해 평

가한다. 원가 감은 계약 시 산출한 상 원가

와 개발 완료 후 산출한 최종 원가의 차이를 의

미하며, 법  소송에 따른 지체상  발생 여부, 

수주원가와 매출원가의 차이, 환율 차이 등 상

하지 못한 추가원가 발생 여부, 무리한 야간근무

나 휴일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통해 평가한다.  

반면에 고객(사용자) 측면에서 본 로젝트 성

공도는 고객만족도로 측정한다. 고객만족도는 

구 된 정보시스템의 성능에 한 요구수  부

합, 기운 의 안정성 정도, 구 된 시스템 만

족 여부, 고객이 개발된 시스템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2.4 프로젝트 관리자 역량과 프로젝트 성

공도 

IT 로젝트의 성공요인  로젝트 리자

의 역량과 리더십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정승렬 등(2001)은 정보시스템 개발 로

젝트의 성공모형연구에서 성공변수를 도출하

는데 로젝트 특성의 이해여부, 시스템통합 능

력, IT 이해도 등 문 인 IT지식과 발주자와의 

력, 신뢰,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로젝트

리 능력 등 이해 계자들과의 통합과 리 능력 

등 로젝트 리자 역량에 한 변수들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 다. 이한진(2001)

은 자원기반 근방법을 통해 로젝트 리 방

법론을 제시하면서 로젝트의 성패는 결국 

로젝트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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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리하는 리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한, 그는 로젝트 성공의 핵심역량은 결국 조

정과 통합을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로젝트 리

자의 역량이라고 주장한다.  

한, 많은 기존연구에서 로젝트 리자의 

역량과 로젝트 성과 계를 실증 으로 분석

하여 설명하 다. 김은홍과 김화 (2006)은 SI

로젝트 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문

 기술지식  로젝트 리지식, 리더십  

갈등해소, 임 워먼트 등의 인간 계 역량, 기업

가  능력, 변화 리  고객 리 등의 통합화 

역량이 로젝트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을 실

증  분석을 통해 보여 다. 한연옥(2007)의 

로젝트 성과 련 연구에서는 로젝트 리자 

역량과 로젝트 성과 간의 계는  내 의사소

통 역량을 매개로 하여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로젝트를 수행한 경험

이 있는 기업체 근무자를 상으로 한 실증연구

에서 로젝트 리자의 계획수립 역량, 성취 지

향  리더십이 로젝트 성과에 향을 미친

다(남재덕, 2008). 이처럼 로젝트 리자는 

로젝트 업무이해력이나 정보기술, 동향 등 문

인 기술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부서 간 의사소

통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로젝트 리능력,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리할 수 있는 리능

력,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 계 능력이 요구되

며, 이러한 로젝트 리자의 역량은 로젝트 

성패에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 은 SI 로젝트에 있어서 로

젝트 리자의 역량이 로젝트 성공도와 어떠

한 인과 계를 가지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

구에서는 Sampson(2007)과 김 수(2001)의 연

구 결과를 토 로 로젝트 리자의 주요 역량

을 정보화 역량과 리 역량으로 구분하여 각각

의 세부역량이 로젝트 성공도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고, SI 로젝트의 성패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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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젝트 규모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과 가설을 도출하 다.  

3.1. 프로젝트 관리자의 정보화 역량과 프

로젝트 성공도

IT기술에 한 문 인 이해와 활용능력은 

SI 로젝트 성공에 요한 역할을 한다. 안재성

(2007)은 IT기술, 해당 로젝트 업무에 한 

문지식 등 문성을 지닌 로젝트 리자는 

로젝트 원  고객을 포함한 이해 계자들에

게 권 를 가지게 되며, 그들과의 신뢰구축에 유

리하다고 설명한다. 한, 개인의 정보화 수 이 

높을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증 된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 (윤취 , 2003). 

 Chung등(2009)은 ERP성공모형을 제시하

면서 정보시스템이 비즈니스 기능과의 부합 정

도가 요하고, 정보기술  련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의 비즈니스 로세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 트웨어와 기술을 선택하는 것

이 ERP 로젝트 성공에 요하다고 설명하

다. Rotchanakitumnuai(2010)도 규모 ERP

로젝트의 성공요인으로 ERP에 한 문 인 

정보기술 지식은 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을 감소시키고 로젝트 성공

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정승렬 등

(2001)은 감리 에서 본 정보기술 개발 로

젝트의 성공에 한 연구에서 로젝트 담당자

의 업무 이해도와 더불어 문 인 IT 이해도도 

개발 로젝트의 성공에 요한 요인임을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설명하 다. 따라서, 

로젝트 리자의 정보기술 이해  활용, 발  

능력 등 정보화 역량은 로젝트 일정을 수하

고 비용 감에 향을 미칠 것이며, 고객의 만족

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설1-1. 로젝트 리자의 정보이해능력은 로

젝트 일정 수  비용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1-2. 로젝트 리자의 정보발 능력은 로

젝트 일정 수  비용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1-3. 로젝트 리자의 정보활용능력은 로

젝트 일정 수  비용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 1-4. 로젝트 리자의 정보이해능력은 고객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 1-5. 로젝트 리자의 정보발 능력은 고객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 1-6. 로젝트 리자의 정보활용능력은 고객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3.2. 프로젝트 관리자의 관리역량과 프로

젝트 성공도 

로젝트 리자는 로젝트와 계된 다양

한 이해당사자의 뜻과 요구를 정확하게 악해 

로젝트 목표에 맞게끔 이들을 설득하고 이끌

어나가야 하며 로젝트에 해서는 구보다

도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로젝트의 성공요인으로 로젝트 리자의 역

할, 역량이 요하게 거론된다. 즉, 부분의 SI

로젝트의 성과는 해당 로젝트 리자의 역

량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walbe, K, 2004, 김민선 외, 2009). 장

시  등(1999)은 로젝트 수행 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 과 험요소들을 효과 으로 리

할 수 있는 로젝트 리자의 내부 리능력과, 

고객의 요구사항과 기 를 만족시킬 수 있는 

로젝트 리자의 외 리능력이 SI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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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과 고객만족에 큰 향을 미친다고 설명

했다. 이종무 등(2009)도 IT 로젝트 도입 시 

외주 로젝트 리 로세스와 제품품질 간의 

계를 실증 조사한 연구에서 외주에 의한 소

트웨어 로세스 품질의 리활동이 최종 제품

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Fisher(2011)은 로젝트 리자가 갖

추어야 할 기술 에 원의 동기부여 능력, 타

인의 이해 등 로젝트 내외 인 인간 계 능력

을 주요요인으로 꼽았으며. 남재덕 등(2008)은 

로젝트 리자의 지향 인 리더십이 로젝

트 성과에 향을 미침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

하 다. 김 수(2001)도 SI 로젝트 수행을 

한 로젝트 리자의 역량으로 로젝트 수주

나 시스템의 개발 는 운 을 해 필요한 지식

인 기술  지식(정보화 역량)과 로젝트를 성

공 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리 지식인 

리  지식( 리 역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는 SI 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술 인 정

보화 역량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업무

로세스를 이해하고 원  고객과의 의사소

통을 원활하게 하며, 일정, 비용 등의 로젝트 

업무를 리할 수 있는 리 능력이 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젝트의 리역량은 로젝

트 성공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로젝트 리자의  로젝트 리능력은 

로젝트 일정 수  비용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 2-2. 로젝트 리자의 인간 계 능력은 로

젝트 일정 수  비용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 2-3. 로젝트 리자의 업종 문지식은 로

젝트 일정 수  비용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 2-4. 로젝트 리자의 로젝트 리능력은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 2-5. 로젝트 리자의 인간 계 능력은 고객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 2-6. 로젝트 리자의 업종 문지식은 고객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 

3.3.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

자 역량과 성공도 

SI 로젝트의 규모는 로젝트의 특성을 구

분 짓는 요한 요소이다. McFarlan(1981)은 

로젝트의 규모가 SI 로젝트의 성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Kraut와 Streeter 

(1995)는 로젝트의 규모가 개발비용이 과

된다거나 조직 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잠재  불안 요인이라고 지 했다. 실제로 로

젝트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로젝트의 경우에는 기 계획기간과 산 내에 

완료되는 로젝트의 성공률이 8%밖에 되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he Standish Group, 

2001).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IT 로젝트의 성

공률이 로젝트의 규모와 매우 한 계를 

가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Glaser (2004)는 규모의 로젝트일 경우 

다양한 범 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와 더불어 

완벽한 계획수립, 조직 구성, 커뮤니 이션 스

킬, 감시 등이 강조되며, 따라서 로젝트 성공

을 해 다양한 기술이해와 더불어 로젝트 

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하 다. 

Muller 등(2012)의 연구에서도 로젝트 리

자의 감성  능력과 리  능력이 로젝트 성

공에 미치는 향이 로젝트의 복잡성에 의해 

조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hmet와 De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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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내재변수 조작  정의 참고문헌

정보화역량

정보발  능력 정보 역량의 잠재  발  가능성
김찬식 외 (2003), 

윤취 , 임춘성 (2003)
정보활용 능력 정보 련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

정보이해 능력 정보화 련지식의 이해정도  가치

리역량

리 지식
범 , 일정, 비용, 품질, 인 자원, 험, 조달, 형상, 
변경 등의 계약 리  고객 리 Nesbit (2009), Gillard 

(2009), Nishtha (2007)인간 계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해소

업종 문지식 업종 경험, 문 자격 등

로젝트 

성공도

일정  비용 감
계약 시 상원가와 개발 완료 후 최종 원가의 차이, 
일정 내 요구수  달성정도.

Schwalbe (2004), 
Jurison (1999)

고객만족
구 된 정보시스템의 성능에 한요구수  부합, 

기운 의 문제, 만족도  수용도의 정도

Staples et al.(2002), 
김종욱 외(2004),

로젝트 

규모 
　 로젝트 계약 시 설정된 산 규모 김은홍, 김화 , 2006

<표 2> 각 변수의 조작  정의  참고문헌

(2005)는 최근의 SI 로젝트는 쉽고 소규모인 

것 보다는 갈수록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더 빠르

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 으며, 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요구되

는 리자의 역량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로젝트 성공

에 향을 미치는 로젝트 리자의 역량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1. 로젝트 리자의 역량(정보화 역량과 

리역량)과 로젝트 일정 수  비용   

감과의 계는 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3-2. 로젝트 리자의 역량(정보화 역량과 

리역량)과 고객만족도와의 계는 로  

젝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로젝트 리자의 정보화역량을 

측정하기 해서 개인의 정보화 수 평가에 일

반 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화 수 진단 모형

을 활용하여 변수들을 설정하 다(김찬식 외, 

2003; 윤취 , 임춘성, 2003). 정보화 수 진단 

평가모형에서 제시한 정보발 능력, 정보활용

능력, 정보이해능력에 한 요소들이 정보화역

량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었다. 한, 로젝트 

리자의 리역량을 측정하기 해서 선행연

구를 토 로 리역량을 리지식, 인간 계, 업

종 문지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항목을 구성하

다(Lee et al., 1995; 신청담, 1996; William, 

1995). 

로젝트 성공도 측정을 해서 Jeffery(1988)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 자측면의 성공도

와 고객측면의 성공도를 각각 나 어 설정하

으며, 공 자 측면에서는 일정 수, 비용 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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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98 80.3

최종학력

고졸 1 0.8

여자 24 19.7 문 졸 2 1.6

근무년수

2년 미만 5 4.1 졸 107 87.7

2년 이상 ~ 5년 미만 22 18 학원졸 12 9.8

5년 이상 ~ 8년 미만 7 5.7

직

사원 12 9.8

8년 이상 ~ 10년 미만 22 18 리 19 15.6

10년 이상 ~ 15년 미만 39 32 과장 42 34.4

15년 이상 ~ 20년 미만 27 22.1 차장 44 36.1

부장 5 4.1

계 122 100 계 122 100

<표 3> 설문참가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고객측면에서는 고객만족도를 각각 로젝트 

성공도로 측정하 다. 조 변수의 역할을 하는 

로젝트 규모는 로젝트 계약 시 설정된 산 

규모를 의미한다 (김은홍, 이화 , 2006). 모든 

문항은 설문지를 통해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된 각 변수의 

조작  정의는 <표 2>와 같다. 

4.2 자료의 수집과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SI 로젝트 원으로서 참가

하여 SI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

험이 있으며, 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로젝트 

리자와 지속 인 커뮤니 이션을 수행한 사

람을 상으로 실시하 다. 한 종속변수인 

로젝트 성공도에 해 로젝트 일정 수  비

용감소, 고객만족 정도를 단할 수 있을 경우에

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설문조사는 약 6

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73명의 설문

지가 수거되었고, 이 에서 불성실한 답변이 있

는 설문을 제외하고 122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

석 자료로 사용하 다. 

설문참가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3>

과 같다. 남자가 80.3%, 여자가 19.7%로 남자가 

상 으로 많았다. 최종학력은 고졸 0.8%, 

문 졸 1.6%, 졸 87.7%, 학원졸 9.8%로 

97.6%가 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근무 연수는 2년 미만이 4.1%, 2년 이상 

5년 미만이 18.0%, 5년 이상 8년 미만이 5.7%, 

8년 이상 10년 미만이 18.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2.0%,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2.1%로 

10년 이상 근무한 인력이 54.1%를 차지하 다. 

이는 본 설문 응답자는 로젝트 리자와 지속

인 커뮤니 이션을 가져야 하고, 로젝트의 

성공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

으로 경력이 많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설문자의 직 은 사원 이 9.8%, 

리 이 15.6%, 과장 이 34.4%, 차장 이 

36.1%, 부장 이 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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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해능
력(IM)

정보발 능
력(ID)

정보활용능
력(IU)

리능력
(CM)

인간 계
(HR)

업종 문지
식(SN)

일정/비용
감(CD)

고객만족
(CS)

IM1 0.88 0.63 0.66 0.51 0.62 0.42 0.36 0.33
IM2 0.87 0.65 0.65 0.44 0.58 0.33 0.29 0.24
IM3 0.87 0.54 0.68 0.56 0.62 0.48 0.40 0.40
IM4 0.87 0.54 0.60 0.50 0.57 0.44 0.29 0.25
IM5 0.78 0.59 0.57 0.57 0.47 0.41 0.24 0.22
IM6 0.78 0.55 0.59 0.60 0.54 0.41 0.22 0.22
ID1 0.54 0.78 0.58 0.41 0.47 0.33 0.22 0.09
ID2 0.65 0.90 0.52 0.66 0.63 0.52 0.33 0.41
ID3 0.43 0.72 0.50 0.30 0.37 0.24 0.17 0.13
IU1 0.67 0.58 0.93 0.38 0.52 0.28 0.40 0.34
IU2 0.56 0.40 0.52 0.47 0.41 0.39 0.12 0.03
IU3 0.37 0.36 0.58 0.33 0.23 0.36 0.13 0.11
CM1 0.45 0.57 0.29 0.82 0.57 0.56 0.29 0.30
CM2 0.56 0.59 0.47 0.85 0.60 0.60 0.36 0.35
CM3 0.51 0.56 0.37 0.86 0.56 0.59 0.35 0.39
CM4 0.58 0.63 0.47 0.88 0.63 0.64 0.34 0.39
CM5 0.58 0.50 0.47 0.87 0.69 0.61 0.50 0.46
CM6 0.59 0.51 0.43 0.90 0.73 0.64 0.51 0.47
CM7 0.51 0.56 0.44 0.79 0.52 0.60 0.27 0.22
CM8 0.45 0.41 0.31 0.83 0.56 0.56 0.39 0.33
HR1 0.59 0.53 0.45 0.63 0.94 0.48 0.55 0.54
HR2 0.61 0.61 0.53 0.63 0.91 0.50 0.44 0.48
HR3 0.65 0.60 0.55 0.70 0.96 0.60 0.51 0.53
HR4 0.68 0.65 0.55 0.74 0.92 0.58 0.47 0.50
SN1 0.45 0.43 0.33 0.68 0.56 0.93 0.31 0.34
SN2 0.43 0.46 0.44 0.53 0.42 0.84 0.20 0.32
SN3 0.49 0.47 0.36 0.68 0.59 0.92 0.28 0.38
SN4 0.41 0.44 0.29 0.65 0.50 0.93 0.15 0.30
CD1 0.37 0.29 0.32 0.42 0.47 0.22 0.86 0.46
CD2 0.31 0.23 0.31 0.36 0.43 0.15 0.86 0.53
CD3 0.32 0.26 0.41 0.34 0.47 0.21 0.82 0.59
CD4 0.31 0.26 0.26 0.40 0.48 0.32 0.84 0.59
CD5 0.30 0.30 0.33 0.46 0.52 0.25 0.92 0.69
CD6 0.29 0.26 0.28 0.37 0.37 0.24 0.80 0.44
CD7 0.31 0.31 0.31 0.36 0.39 0.20 0.80 0.50
CS1 0.34 0.30 0.29 0.43 0.50 0.33 0.60 0.93
CS2 0.31 0.29 0.31 0.38 0.49 0.37 0.59 0.95
CS3 0.36 0.34 0.33 0.45 0.56 0.35 0.64 0.97
CS4 0.30 0.33 0.24 0.42 0.54 0.37 0.62 0.95

<표 4> 측정항목의 로딩값과 교차로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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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내  
타당성 변수 간 상 계 행렬b

　 　 　 1 2 3 4 5 6 7 8

정보화역량

1. 정보이해능력 0.94 0.84 　 　 　 　 　 　 　

2. 정보발 능력 0.84 0.69 0.81 　 　 　 　 　 　

3. 정보활용능력 0.73 0.67 0.58 1.00 　 　 　 　 　

리역량

4. 리능력 0.95 0.63 0.63 0.38 0.85 　 　 　 　

5. 인간 계 0.96 0.68 0.64 0.52 0.72 0.93 　 　 　

6. 업종 문지식 0.95 0.5 0.5 0.28 0.7 0.58 0.91 　 　

로젝트성과 
7. 일정/비용 0.94 0.65 0.32 0.4 0.46 0.53 0.65 0.84 　

8. 고객만족 0.97 0.34 0.33 0.34 0.44 0.55 0.38 0.65 0.95

<표 5> 내  일 성  별 타당성

Ⅴ.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의 모형분석을 해 SmartPLS(Partial 

Least Square) 2.0을 사용하 다.  PLS는 상

으로 은 수의 표본에 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과 모델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단계 연구나 탐험  연구에 많이 사용된다

(Barclay, 1995). 이러한 PLS분석도구의 사용은 

본 연구의 목 인 로젝트 리자의 정보화  

리역량과 로젝트 성과에 한 연구는 실증

인 연구가 미흡하고, 로젝트 성패의 문제

을 탐험 으로 실증조사 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에 부합 하다고 단된다.   

5.1.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 분석 

5.1.1. 개별항목의 신뢰성    

PLS를 통한 측정항목에 한 신뢰성 분석에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측정항목과 변수

간의 로딩 값이 0.7이상이면 각 측정항목의 신

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단한다(Barclay 등, 

1995; Chin, 1998).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개별

항목의 신뢰성은 <표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각 측정항목의 로딩값이 0.7이상이고, 다른 변

수와의 교차 로딩 값 보다 크게 나타나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 항목이 개념 으로 타당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활용 능력에 한 두 개의 측정 

항목은 0.52, 0.58의 로딩 값을 보이고 있다. 일

반 으로 0.7이상의 로딩 값을 권유하고 있지만, 

정보 련 지식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활

용능력에 해 평가할 수 있는 요한 항목으로 

단되어 기존의 항목을 그 로 사용하 다. 

Yoo와 Alavi (2001)은 기 연구 설계의 목 을 

유지하고 타 연구와의 비교 가능성을 해 기존

에 개발, 사용된 측정 항목을 가능한 그 로 사

용할 것을 권유하 으며, Barclay(1995)도 변수

를 설명하는 데 요한 항목은 그 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0.5 이상의 로딩 값도 유의 으로 

타당하다고 단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연

구 분석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각 해당 잠재 변

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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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From To 재값 t-값 p-값

H1-1
정보화역량

정보이해능력 일정/비용감소 0.12 0.76 0.22
H1-2 정보발 능력 일정/비용감소 0.14 0.99 0.16
H1-3 정보활용능력 일정/비용감소 0.26 2.12* 0.02
H2-1

리역량

리능력 일정/비용감소 0.32 2.11* 0.02
H2-2 인간 계 일정/비용감소 0.42 3.22** 0.00
H2-3 업종 문지식 일정/비용감소 0.14 1.09 0.14
　 　 　 　 R2=0.347

H1-4
정보화역량

정보이해능력 고객만족 0.15 1.1 0.14
H1-5 정보발 능력 고객만족 0.08 0.61 0.27
H1-6 정보활용능력 고객만족 0.16 1.64* 0.05
H2-4

리역량

리능력 고객만족 0.11 4.24** 0.00
H2-5 인간 계 고객만족 0.49 6.2** 0.00
H2-6 업종 문지식 고객만족 0.08 0.78 0.22

　 　 　 　 R2=0.328
p<0.01** p<0.05*

<표 6> PLS 경로분석 결과 

5.1.2 내  일 성  별 타당성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항목의 

Composite Reliability (CR)값은 0.9이상으로

Fornell과 Larcker(1981)이 제시한 신뢰성 지수 

0.7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내  일 성이 있다고 

단된다. 한, 변수 간 상 계에서 각선 

값은 평균분산(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제곱근 값으로 0.7이상이고 다른 

측정 변수들 간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 별 타당

성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Chin, 1998).  

5.2. 구조모형(Structural Analysis) 분석

5.2.1. 경로분석   

가설검증을 해 각 변수와의 계 정도를 나

타내는 경로계수와 각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R2을 보여주는 구조모형 분석(Structural 

Analysis)을 통한 각 변수의 경로분석을 수행하

다. <표 6>과 <그림 2>는 체모형의 분석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PLS 분석결과, 로젝트 

성공도인 일정  비용감소와 고객만족은 각각 

35%와 33%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어, 일반

으로 제시된 정 검정력 10%를 상회하고 있다

(Falk and Miller, 1992). 로젝트의 규모를 고

려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화역량  정보활용 능

력과 리역량의 로젝트 리능력과 리더십

을 포함한 인간 계 능력이 일정 수  비용감

소와 고객만족 모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활용 능력과 련

된 가설1-3과 1-6가 p<0.05수 에서 채택되었

으며, 리능력, 인간 계 능력과 로젝트 성공

에 한 가설2-1과 가설2-4, 가설2-2와 가설2-5

가 각각 p<0.01수 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로

젝트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일반 으로 

로젝트의 성공을 해서는 로젝트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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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요약

고객을 이해하고 리하는 인간 계 능력  

로젝트 일정  산 등을 계획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리지식  업무지식이 로젝트 성공

에 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한, 정보화 

역량  정보 련 이해  지식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추진력도 SI 로젝트의 성공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리역량  인간

계 능력에 한 경로 값은 0.42와 0.49로 일정/

비용감소  고객만족에 각각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와 같이 

리자의 인간 계 능력이 로젝트 참여자의 

다양한 애로사항  이해 계를 조율하고 로

젝트 발주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내고 있다 (서 식 등, 2011; 

Nishtha, 2007).  

5.2.2. 로젝트 규모에 따른 조 변수 효

과 검증    

로젝트 규모는 로젝트 계약 시 설정된 

산 규모로 측정하 다. 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로젝트 규모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으로 공도에 미치는 향을 조

사하 다. 먼 , 로젝트 규모가 큰 집단과 작

은 집단을 분류하기 하여 로젝트 규모의 

앙값(median=6)과 표 편차(sd=1.581)를 산출

하 으며, 이를 근거로 로젝트 규모가 척도 6 

(50억 원)이상인 그룹은‘ 규모 로젝트’, 6미

만인 그룹은 ‘소규모 로젝트’로 지정하여 분

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로젝트 규모가 큰 

규모 로젝트는 총 121개의 표본  63개, 

로젝트 규모가 작은 소규모 로젝트는 59개

가 채택되었다. 각 표본에 한 PLS의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표본의 내  일 성과 타당성을 검

증한 후, 구조모형에 한 PLS경로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것

과 같이 로젝트 규모가 작은 로젝트의 경우, 

일정비용 감  고객만족도에 한 분산 설명

력은 각각 48%와 45%를 보여주고 있다. 한, 

리자의 정보화 역량  정보 련 지식을 업무

에 활용하는 정보활용 능력이 일정비용감소

(t=2.25, p<0.05)와 고객 만족도(t=2.19, p<0.05)

에 각각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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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59) large(63)

　 From To 재값 t-값 재값 t-값
경로계수차의 
t값(t>1.96)

정보화
역량

정보이해능력 일정/비용감소 0.09 0.52 0.3 1.27 -5.38*
정보발 능력 일정/비용감소 0.06 0.37 0.15 0.66 -2.46*
정보활용능력 일정/비용감소 0.34 2.25* 0.17 0.93 5.62* 

리
역량

리능력 일정/비용감소 0.42 2.18* 0.17 0.87 7.06* 
인간 계 일정/비용감소 0.13 0.72 0.68 3.52** -16.40*

업종 문지식 일정/비용감소 0.37 1.88 0.02 0.12 10.39*
　 　 　 R2=0.48 R2=0.39 　

정보화
역량

정보이해능력 고객만족 0.01 0.0 0.26 1.17 -6.71* 
정보발 능력 고객만족 0.13 1.02 0.18 0.73 -1.37 
정보활용능력 고객만족 0.28 2.19* 0.06 0.42 8.50*

리
역량

리능력 고객만족 0.21 1.07 0.02 0.12 4.96* 
인간 계 고객만족 0.28 1.57 0.63 2.80** -9.54* 

업종 문지식 고객만족 0.14 0.93 0.23 1.26 -2.92*
　 　 　 R2=0.45 R2=0.36 　

p<0.01** p<0.05*

<표 7> 로젝트 규모에 따른 PLS 경로분석 결과 

 이는 정보 트 드를 빨리 읽고 정보 기술을 

잘 이해하여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로젝트의 성공에 더 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한, 로젝트의 리역량  리지

식이 공 자 측면의 로젝트 성공(일정 수  

비용 감)에 p<0.05수 에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로젝트 일수록 로

젝트에 한 일정, 비용, 험, 변경  계약 리 

등 문 이고 체계 인 리지식과 경험이 

로젝트 일정을 수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로젝트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규

모 로젝트의 경우, 일정비용 감  고객만족

도에 한 분산 설명력은 각각 39%와 36%를 

보여주고 있고, 규모가 작은 로젝트와 달리 인

간 계 능력만이 일정 수  비용 감과 고객

만족도 모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의사소통, 갈등해소와 리더

십 항목이 포함된 인간 계 능력이 다양한 분야

의 문가, 인력들과의 업작업이 필요한, 규모

가 크고 복잡한 로젝트의 경우 구체 인 정보

화역량이나 리지식 등에 비해 훨씬 더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리더십의 역량

이 로젝트의 성과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부합한다 (남재덕 등, 2008; 

Anantatmula, 2010). 

아울러, 규모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를 통한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해 Chin

검정식을 이용하여 경로 간 유의성 검증을 실시

하 다 (Chin & Todd, 1995). 경로 간 유의성 

검증을 해 사용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경로계

수 차의 t값은 유의수  5%에서 1.96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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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다고 단한다 (Hair et al, 1998). 

  

 연구모형의 각 경로계수 차의 t값은 <표 7>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정보발  능력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에서 1.96보

다 크게 나타나 로젝트 규모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의 경로계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리자의 역량(정보화역

량, 리역량)이 로젝트 일정 수  비용감소

에 미치는 향은 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3-1은 채택되었으며, 고객만

족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3-2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정보발  능력이 고객만족에 미치

는 향은 로젝트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6.1.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SI 로젝트의 성공 인 수행을 

해 로젝트 리자에게 필요한 정보화 역량  

리 역량을 규명하고, 이러한 로젝트 리자

의 정보화 역량과 리 역량이 로젝트 성공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아울러 로젝트 

규모와 같은 로젝트 특성요인을 조 변수로 

도입하여 로젝트 리자의 정보화 역량  

리 역량이 로젝트 성공도간의 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첫째, 로젝트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로젝트 리자의 정보

화 역량  정보활용 능력과 리역량  로젝

트 리 지식  인간 계 능력이 공 자 측면과 

고객 측면의 로젝트 성공도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젝트

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일반 으로 로

젝트의 성공을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

하는 정보기술 련지식을 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과 로젝트 원과 고객

을 이해하고 리하는 인간 계 능력  로젝

트 일정  산 등을 계획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리지식이 SI 로젝트 성공에 요한 요

인 확인할 수 있다 (Fisher, 2011). 

둘째, 본 연구의 실증연구 결과 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로젝트 리자에게 요구되는 역

량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로젝트 규모

가 50억 원 미만으로 소규모의 로젝트인 경우 

정보활용 능력이 고객  로젝트 수행업체 

의 로젝트 성과에 모두 정 인 향을 미

치는 주요한 리자 역량임을 알 수 있다. 한, 

로젝트 일정, 비용, 품질, 계약 리 등의 로

젝트 리지식과 SI 로젝트 업무에 한 경험 

 문 자격 등은 로젝트의 일정을 수하고 

비용을 감하는 로젝트 수행업체 측면의 

로젝트 성과에 향을 미치는 리자 역량임을 

알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로젝트에서도 고객만

족을 한 고객 리 능력, 리더십 등을 필요로 

하지만 로젝트가 많이 복잡하고 범 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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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일반 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리더십 등의 인간 계 능력이나 업종지식, 정보

마인드, 정보발  능력 등은 규모가 큰 로젝트

에 비해 많이 요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빠르게 변하고 발 하는 정보기술의 트 드

를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은 형 로젝트에 비해 빠르고 쉽게 구축

될 수 있는 소규모 로젝트에 더 많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젝트 규모가 작을 경우 

리자의 정보활용 역량과 로젝트 일정  계

약 등을 리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리자의 역

량에 을 맞추어 로젝트 리자로 선정하

는 것이 효율 으로 로젝트 성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규모 로젝트의 성공을 해서는 특히 리자

의 리더십, 즉 통솔력, 동기부여, 설득력, 의사소

통 능력 등이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다. 로

젝트의 규모가 클수록 로젝트의 범 가 크고 

복잡하며, 여러 부서의 문가  사용자들의 

업하기 때문에 로젝트 참여자의 서로 다른 의

견을 조율하고 일정을 리하며, 서로 다른 업무

에 해 이해할 수 있는 통솔력  의사소통 능

력 등이 요하다. 한 로젝트 발주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 반 하고 고객과의 계  신

뢰형성을 한 친화력과 설득력 등은 로젝트

의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는데 요한 요인이다 

(Nishtha, 2007; 류성렬 외, 2009). 한 로젝

트 성공요인에 한 많은 연구에서도 로젝트 

리자의 리더십, 의사소통 등 인간 계 역량은 

로젝트 성공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고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Anantatmula, 2010; Muller 

et.al. 2012; 남재덕 외, 2008). 

본 연구의 시사 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로젝트 성공을 

한 로젝트 리자의 역량을 크게 정보화 역량

과 리 역량으로 나 어 각각 구체 인 리자

의 요건을 조사하 다. 기존 문헌을 토 로 하여 

SI 로젝트 리자가 갖추어야 할 정보화 역량

과 리 역량에 해 구체 인 유형을 분류하고 

실증  요인분석을 통해 각 역량에 한 요인을 

규명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떠한 리자의 

능력이 구체 으로 요구되는지 실증연구를 통

해 확인함으로서 로젝트 수행 시 리자의 선

정과 인력개발에 있어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속변수인 로젝트 성공도를 

로젝트 공 자 측면 (성공도로 일정 수  비

용 감)과 고객 측면의 성공도 (고객만족도)로 

각각 나 어 로젝트 리자의 역량이 서로 다

른 측면의 성공도 기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 다. 이는 일반 으로 로젝트 성공

도를 하나의 측면 는 통합 인 측면으로 조사

한 기존 문헌과 달리 구체 으로 서로 다른 

을 측정하여 로젝트 리자의 역량을 조사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 셋째, 로젝트 규모에 

따라 각각의 로젝트 리자 역량이 로젝트 

성공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분석하 다. 이 분

석을 통해 로젝트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리

자 역량의 차이를 확인하고 로젝트의 규모, 

산에 따라 효율 인 리자의 선정  활용, 배

치 등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로젝트 리자의 정보화 역량과 

리 역량이 로젝트 공 자 측면과 고객 측면

의 성공도에 미치는 향을 각각 확인하여 기업

의 로젝트 규모와 목 에 부합되는 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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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개발하거나 배치, 사용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연구 특성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료수집에 있어서 

일부 SI 기업의 로젝트 리자  원들을 

상으로 하여 표본을 수집함으로써 표본이 

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 상 기업 

간 기업문화의 차이 등을 반 하지 못한 한계성

을 지니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로젝트  

단 로 다수의 응답자에게 설문을 하여 로젝

트 성격과 문화의 차이 등에 따른 오차를 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속변수인 

로젝트 성공도는 객 성을 확보하기 해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단해야 하나 사내정보 유출

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노출을 꺼려하여 

로젝트 참가자들의 자체 평가에 의존함으로

써 평가 결과의 객 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로젝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황변

수로서 로젝트 규모와 같은 양  변수만을 고

려하고 로젝트의 복잡성, 난이도, 긴 성 등 

질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

다. 넷째, 은 표본 수에 한 탐험  연구를 

해 PLS분석방법을 사용하 지만, 연구 련 

변수에 비해 상 으로 은 표본 수에 의해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 이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본 연

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표본 수와 

정교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로젝트 리자

의 정보화 역량  리 역량과 로젝트 성공도

간의 인과 계가 규명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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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Project Managers' IT Competency and 
Managerial Competency on the Success of SI Project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roject Size

Lee, Choong C.․Park, Joo-Yeon․Choi, Jeong-Hoon

Information Systems have played a strategic role in achieving business goal and become an essential 

tool in today's business environment. Thus, the number of developing SI project has increased and it 

becomes complex and sophisticated. It is known that project manager's leadership could lead the project 

success. In this study, project manager's competencies are divided into two types, information 

competency(information-oriented mind, information utilization competency, information development 

competency) and managerial competency(project management, human relationship, project expert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formation competency and managerial competency 

on the SI project success and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project size.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that information utilization competency, project management competency and human 

relationship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both customers and suppliers side of projet success.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competencies and project success is shown to be different by project 

size.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each managers' competencies has to be developed and applied 

according to project's complexity and size. 

Keywords: Project Managers' Competencies, Information Competency, Managerial Competency, 

Project size, Success of SI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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