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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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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에 들어 IT 시장은 대형화와 복합화가 진행되고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업관리 

방식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이 많아지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

를 지원하는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무자(현장PM 및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개발 사업관리 요소기술의 중요도와 취약도를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요소기술이 도출되었

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관리의 필요성과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과 핵심 사업관리 분야를 결정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주제어 : 정보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관리자, 소프트웨어사업자, 프로젝트관리

Abstract  Nowadays, because IT market expansion and complexity has been progressing and competition has 

intensified, there is a growth of information system building industries having difficulty through traditional 

business management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site personnel (Project Manager PM and Project 

Participants) to generat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fficiently manage this and project management process 

support. Through this, the importance of element technology and fragility of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must be understood and an improvement of the element technology must be generated. By using 

this, a very relevant result that presented a logical basis was obtained in the decision making of the importance 

of project management and the role of overall project manager and core project management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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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 트웨어개발 사업이 차 문화, 복잡화, 형화 

되면서 소 트웨어 개발 사업 리의 요성과 이를 지원

하기 한 리기법과 이를 지원하기 한 리도구가 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30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Jan; 13(1): 305-311

요하게 되었다[1,2]. 이에 사업 리지원 조직이나 총 사

업 리자(PM)로 하여  문 인 리 로세스를 통하

여 공기단축, 비용 감, 품질확보의 큰 성과를 얻었고

[2,3],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많은 소 트웨어개발시장

에서 도입과 정착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정착된 사례도 많이 있다[4,5]. 

국내에서도 1990년  이후 규모 정보화사업의 사업

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타 산업 특히 건설업에서 활

용되고 있는 사업 리기법을 용하여 정보화사업 리

에 용하기 시작하 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 리 실패

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사업 리에 한 요성이 다

른 어떤 산업분야 보다 강하게 인식되고 있어 사업 리

에 한 연구성과  장 활용도가 매우 높다[10,11,12]. 

건설업의 사업 리를 살펴보면 로젝트의 계획, 설계, 

조달, 시공 등에 한 반 인 리를 의미한다[9].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의 경우 정보화사업 략의 수립, 

정보시스템의 설계, 문업체와의 기술 력, 소 트웨어 

구 , 유지보수 등이 있다[2,3,4]. 이는 두산업의 사업 리

의 공통요소인 범 , 비용, 시간, 품질, 참여자만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목 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에서의 사업 리 기법을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기법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개발 사업의 주요 목 을 

이루기 한 사업 리기법과 리도구의 개발을 한 연

구로서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보다 앞서 체계  사업

리를 수행해온 건설 분야의 사업 리기술  사업 리

자가 을 두어야 할 리요소를 분석한 연구방법을 

착용하여 재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 트웨어

개발 사업 리 요소기술을 분석하는데 활용하 고, 소

트웨어개발 사업에서의 총 사업 리자(PM)의 사업

리를 한 핵심 요소기술의 도출과 총 사업 리자와 사

업 참여인력이 사업 리 요소기술에 한 요도  취

약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 다. 이것은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기술의 향상을 한 리기법 연

구와 리도구의 개발을 한 우선순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이다.

2. 관리 연구

2.1 건설업 사업관리 기법

건설업에서의 사업 리 주요 기술요소로는 원가 리, 

품질 리, 시공 리, 공정 리, 자재 리, 하도 리, 안

리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13,14,15], 건설 장소장 

경험이 있는 리자와 없는 리자 모두 원가 리, 품질

리, 공정 리/안 리, 시공 리, 하도 리, 자재

리 순으로 리의 요도를 평가하 다[9]. 

2.2 소프트웨어개발 사업관리 기법

재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장 총 사업 리자(PM)의 업무  역할을 PMBOK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문헌에서는 

5가지 로젝트 리 로세스 그룹  9가지 로젝트 

리 지식 역으로 구분하 다[6,7,8]. 

Management   

Field
Contents

Integrated  

Management Field

Charter business development, business 

management planning development, 

business performance and management, 

business operations monitoring and 

control, integrated change control, project 

completion

Scope   

Management Field

Requirement Collection, Scope Definition, 

WBS Preparation, Scope Verification, 

Scope Control 

Schedule   

Management Field 

Defining Activities, Activity Sequencing, 

Selection of Activity volunteer, Activity 

Period Selection, Schedule Development,  

 Schedule Control  

Cost Management 

Field 

Cost Calculation, Budget Decisions, Cost 

Control 

Quality Control 

Management Field

Quality Planning Policy Making, Quality 

Assurance Performance, Quality   Control 

Performa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Field

Human Resource Plan Development, 

Business Organization Security, Business 

Organization Development, Business 

Organization Management

Communications 

Management 

Identification of stakeholders, 

Communications Planning Establishment, 

Information Distribution, Stakeholders 

Expectation Matter Management, 

Outcome  Reporting

Procurement 

Management Field 

Establishing Procurement Plan, 

Procurement Performance, Procurement 

Management, Procurement Completion

<Table 1> Main Tasks of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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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역에서 을 두

어야 할 핵심 역과 취약한 역을 도출  비교 분석하

기 하여 PM의 업무  역할을 사업 리기술 측면에서 

분류하면 통합 리, 범 리, 일정 리, 원가 리, 품질

리, 인력 리, 의사소통, 험 리, 조달 리 분야로 구

분할 수 있으며[6,7,8], 이를 통하여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업무 역에서 총 사업 리자의 역할과 업무내용

을 설문조사를 해 항목별로 구분하여 <Table 1>과 같

이 정리하 다. 

3. 연구 방법 및 조사 결과

3.1 개요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요소기술에 한 요도와 

취약도 분석을 하여 건설 사업 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사업 리 요소기술에 한 요도  취약도 분석 

연구방법을 용하여[4], <Table 1>에 제시된 내용을 

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다. 국내 시스템통합(SI)업체

의 문가들을 상으로 총 사업 리자 유경험자  비

경험자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의 내용은 PMBOK에서 제시한 범 , 일정, 원가, 

품질, 인 자원, 의사소통, 험, 조달, 통합의 9개 역과 

개시, 계획, 통제, 실행, 종료의 5개 로세스 에서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분야’와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분야별 요소기술’로 구분하여 각 업무에 한 요

도와 취약도를 평가하게 하 다. 각 항목에 한 응답은 

7  척도로서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분야’의 경우, 매

우 요한 사업 리 기술의 경우 7 ,  요하지 않

은 사업 리 기술의 경우 1 으로 구분하 다. 취약도의 

경우  취약하지 않은 사업 리 기술인 경우 7 , 매

우 취약한 사업 리 기술인 경우 1 으로 하여 7단계별

로 구분하여 제시하 으며 유효한 응답지의 응답 수만

을 상으로 하 고, 응답 수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각 

항목들을 수화 하고 순 를 도출 하 다. 

3.2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

설문 응답자의 소 트웨어개발사업 업력은 [Fig. 1]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개발수행이 83%, ISP수행이 6%, 

PMO가 3%, 산감리가 4%, 기타가 4%인 것으로 나타

났다. 기타로 분류된 4%의 응답자의 경우 하드웨어, 네

트워크 보안 분야 종사자로 조사되었다. 

[Fig. 1] Software Development Business History 

of Respondents 

응답자를 소 트웨어개발사업 총 사업 리자(PM)

의 경험의 에서 분석해 보면 [Fig. 2]와 같이 설문 응

답자  23%가 유경험자이고 77%가 비경험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 Overall Project Management Experience 

of Respondents

한, 응답자를 소 트웨어 엔지니어 기술등  기  

에서 살펴보면 [Fig. 3]과 같이 기술사가 5%, 특 기

술자가 66%, 고 기술자가 28%, 기술자가 1%로 분

석 되었다.

[Fig. 3] Software Engineer Technology Rating 

Classification Criteria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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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사업관리 분야별 중요도 분석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분야는 통합 리, 범 리, 

일정 리, 원가 리, 품질 리, 인력 리, 의사소통, 험

리, 조달 리로 구성되어져 있으며[7,8], 응답자  총

사업 리자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와 비경험자로 구분

하여 요도를 분석하 다.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 체를 기 으

로 할 경우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분야별 요도는 

인력 리-의사소통 리-범 리-일정 리- 험 리-

원가 리-품질 리-통합 리-조달 리의 순으로 나타

났고,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분야별 요도는 인력

리-의사소통 리-범 리-일정 리- 험 리-원가

리-품질 리-통합 리-조달 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4] Sectoral Importance of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Table 2>는 상기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분야별 

요도를 총 사업 리자 경험의 유무로 구분하여 높은 

수의 분야부터 순차 으로 표시하 고, 분야별 순 는 

소 트웨어개발사업 총 사업 리 경험이 있는 응답자

의 에서는 인력 리-의사소통-일정 리-범 / 험

리-통합 리-원가 리-품질 리-조달 리 순으로 나

타났고 비경험자의 경우에는 범 리-일정 리-인력

리-의사소통 리- 험 리-원가/품질 리-통합 리-

조달 리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총 사업 리자 경험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상  4개 항목인 인력 리, 

의사소통, 범 리, 일정 리에 두 분류 모두 높은 수

를 부여하여 상 으로 많은 요도를 두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Rank Experienced Person Non-Experienced Person

1
Human Resource 

Management
Scope Management

2
Communications 

Management
Schedule Management

3
Schedule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4
Scope/Risk 

Management 

Communications 

Management 

5 (Same as above) Risk Management

6
Integrated 

Management
Cost/Quality Management  

7 Cost Management (Same as above)

8
Quality 

Management
Integrated Management

9
Procurement 

Management
Procurement Management

<Table 2> Classified Sectoral Importance of 

Project Management through Availability 

of Overall Project Manager Experience

in Software Development Business

4.2 사업관리 요소기술별 분석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요소기술에 한 분석은 

<Table 2>에서 제시한 9개의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역을 토 로 하여 각 분야마다 요소기술을 나열하여 

<Table 1>과 같이 총 36개의 리 요소기술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  총 사업 리자 유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요도  취약도를 구분하여 분석

하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에서 제시한 소 트

웨어개발 사업 리 분야별 요도에서 유경험자와 비경

험자의 수를 합한 평균에서 최상  리 역으로 나타

난 인력 리를 기본으로 하여 그 분야별 요소기술에 

한 요도  취약도를 분석하 다.

4.3 인력관리 분야 중요도 분석

[Fig.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체 의견을 

기 으로 할 때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요소기술  

인력 리 요소기술의 요도는 ‘사업조직 리-사업조직

개발-사업조직확보-인 자원계획서개발’ 순으로 나타났

고, <Table 3>은 상기 인력 리 분야 요소기술의 요도

를 소 트웨어개발사업 총 사업 리자 경험 유무로 구

분하여 순 를 표시한 것으로, 이를 분석하면 인력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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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의 요도 순 는 소 트웨어개발사업 총 사

업 리자 유경험자의 경우 사업조직 리-사업조직개발-

인 자원계획서개발-사업조직확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경험자의 경우 사업조직확보와 인 자원계획서 개발 

요소기술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토 로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인력 리 분야에서 

가장 요시되는 요소기술은 사업조직 리 분야라 할 수 

있다.

[Fig. 5] Importance Analysi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Field

Rank Experienced Person Non-Experienced Person

1
Business Organization 

Management 

Business Organization 

Management

2
Business Organization 

Development 

Business Organization 

Development

3
Human Resource Plan 

Development

Business Organization 

Security 

4
Business Organization 

Security

Human Resource Plan 

Development

<Table 3> Importance Analysi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through

Availability Classification of Overall

Project Manager Experience

<Table 3>은 상기 인력 리 분야 요소기술의 요도

를 소 트웨어개발사업 총 사업 리자 경험 유무로 구

분하여 순 를 표시한 것으로, 이를 분석하면 인력 리 

요소기술의 요도 순 는 소 트웨어개발사업 총 사

업 리자 유경험자의 경우 사업조직 리-사업조직개발-

인 자원계획서개발-사업조직확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경험자의 경우는 사업조직확보와 인 자원계획서 개

발 요소기술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토

로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인력 리 분야에서 가장 

요시되는 요소기술은 사업조직 리 분야라 할 수 있다.

4.4 인력관리 취약도 분석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분야별 요도에서 1 를 

차지한 인력 리 분야의 요소기술별 취약도의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Fig. 6] Fragility Analysi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Field 

[Fig.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체 의견을 

기 으로 할 때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요소기술  

인력 리 요소기술의 취약도는 ‘사업조직확보-사업조직

개발-사업조직 리-인 자원계획서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상기 인력 리 분야 요소기술의 취약도

를 소 트웨어개발사업 총 사업 리자 경험 유무로 구

분하여 순 를 표시하 다. 취약도 순 는 소 트웨어개

발사업 총 사업 리자 유경험자의 경우 사업조직확보-

사업조직개발-사업조직 리-인 자원계획서개발 순으

로 나타났으며. 비경험자의 경우 사업조직확보와 사업조

직개발 요소기술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토 로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인력 리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요소기술은 사업조직확보 분야라 할 수 있다.

Rank Experienced Person Non-Experienced Person

1
Business Organization 

Security

Business Organization 

Development 

2
Business Organization 

Development

Business Organization 

Security

3
Business Organization

Management

Business Organization

Management

4
Human Resource Plan 

Development

Human Resource Plan 

Development

<Table 4> Fragility Analysi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through Availability 

Classification of Overall Project Manag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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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국내외 학회나 연구기 에서 발표한 소

트웨어개발사업 리방법론을 토 로 총 사업 리자의 

역할과 그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기술들을 사업 리 측면

에서 분석하여 총 사업 리자들이 사업 장에서 요

시해야 할 핵심 분야를 연구하 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소 트웨어개발사업 총 사업 리자의 사업 리 

분야  가장 요시 되는 총 사업 리자의 역할은 인

력 리다, 둘째, 인력 리 요소기술별로 분석한 결과 사

업조직 개발이 유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에게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인력 리 역  사업조직 개발 활동이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에서 가장 요시되는 리 역

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를 토 로 국내 소 트웨어

개발 사업 리에서 총 사업 리자가 가장 을 두어

야 할 사업 리 분야를 결정하는데 있어 객 인 지표

를 제시하 다.

이는 차후 국내 소 트웨어개발 사업에서 사업 리 

분야의 발 을 한 요소기술 개발에 우선순 를 부여함

에 있어 논리  근거를 제공하는데 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고,  건설 산업에서의 사업 리기법에 한 연구 방

법이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기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건설 사업에서의 사업 리에 한 사업 리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요도 인식을 연구한 논문에서 별다른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소 트웨어개발 사업 리

에서는 총 사업 리자 수행 경험자와 비경험자간의 인

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고, 총 사업 리자가 이

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연구

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9].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13

REFERENCES

[1] The Standish Group, CHAOS MANIFESTO, 2011.

[2] ISO/IEC,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ISO/IEC 12207, 

2008.

[3] Karlsen & Gottschalk, An empirical evaluation of 

knowledge transfer mechanisms for IT projects,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Vol. 44, 

Issue 1, pp. 112-119, 2003.

[4] Suh, Bae-Sun,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adapt PMO in public sectors, 

Department of IT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2013.

[5] Laudon, Kenneth C, Jane P.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2/E: Managing the Digital 

Firm, CHAPTER 14, pp. 554. 

[6] PMI, A GUIDE TO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4 Ed. 2008.

[7] CMU/SEI CMMI Product Team, CMMI for 

Development Vol 13, 2010.

[8] CMU/SEI, CMMI for SCAMPI Class A Appraisal 

Results, 2011.

[9] Kim, Han-Soo, “Project Managers' Core Skills in 

Construction Projects”, 2003.

[10] Chang-Taek Hyun,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CM) System, Korea Concrete 

Institute, pp. 18-22, 2009.

[11] Erabuild, Review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FC compatible BIM, 2008

[12] Grilo, A. and Jardim-Goncalves, R. Value 

proposition on interoperability of BIM & 

collaborative working environments. Automation in 

Construction. 19(5), pp. 522-530, 2010

[13] Jim P, John M, Collaborative design using a shared 

IFC building model.earning from experience, 

Automation in Construction, 16(1), 28-36, 2007

[14] Martilla, J. A. & James, J. C..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p.p. 13-17, 

1997

[15] Nitithamyong, P. and Skibniewski, M.. 



A Study on Project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11

Success/Failure Factors and Performance Measures 

of Web-Based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s: Professionals’Viewpoint. J. Constr. Eng. 

Manage., 132(1), p.p. 80-87. 2006.

박 구 락(Park, Koo Rack)

․1986년 2월 : 앙 학교  기공학

과 (공학사)

․1988년 2월 : 숭실 학교 자계산

학과(공학석사)

․2000년 2월 : 경기 학교 자계산

학과(이학박사)

․1991년 4월 ∼  재 : 공주 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 심분야 : 경 정보, 정보통신, 자상거래

․E-Mail : ecgrpark@kong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