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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보고서의 
문법적 오류에 대한 품질 향상 방안 

Quality Improvement Method on Grammatical Errors of Information 
System Audi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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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차, 기법, 방법론 등은 지속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감리인들은 감리 수행 시 감리보고서 표 화  품질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한 정보시스템감리 수행의 최종 결과

인 감리보고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  도입  운  등에 한 법률( 행, 자정부법)” 이 제정되면서 법 인 근거와 상

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 감리보고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감리인이 달하고자 하는 보고서 내용

의 문장 구성 형태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안을 제시하고 검증을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우선 으로 감리보고서의 작성목 , 기능, 구성 체계, 활용성의 기반이 되는 법  근거  상을 고찰 후 

다수의 장 감리보고서를 상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 을 분석하고, 오류 황  사례를 들어 분류 정리하 다. 오류 

황의 원인 분석  개선 방안과 검 리스트 모형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하 다. 본 논문의 논거 실효성 검증을 

해 오류 개선방안을 장 감리보고서에 실제로 용하 다. 한, 문법 인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도구에 한 향후 연구과제도 추가로 제시했다. 향후, 본 논문이 감리 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감리발 에 기여할 

것을 기 한다.   

Abstract  Accomplishing information system, techniques, methodology have been studied continuously and give much
help to auditors who are using them. Additionally audit report which is the conclusion of  accomplishing 
ISA(information system audit), has law of a basis and phase with ITA/EA Law(Electronic Government Law). This paper
is for better quality of ISA report. But it has more errors about sentence and Grammatical structures. In this paper, to
achieve quality improvement objective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n audit report by investigating
on objectives, functionality, structures and usability of a report firstly, and a legal basis, the presence of report next.
Several types of audit reports were chosen and the reports errors were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and analyzed. After
grasping reasons of those errors, the methods for fixing those errors and check-lists model was provided. And based 
on that foundation, the effectiveness validation about real audit reports was performed. The necessity for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audit reports was emphasized and further research subject(AI Automatic tool) of this paper 
conclusion. We also expect this paper to be useful for the organization to improve on IS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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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감리 차, 기법, 

방법론 등에 한 다수의 연구자료와 지침서 등이 있으

며 감리인은 감리의 표 화  품질 제고에 이를 활용하

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시스템감리 수행 결과 작성되는 

감리보고서는 가장 요한 산출물이다. 따라서, 보고서의 

이해 계자 에서 사업의 험과 개선할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리의견을 객 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정확한 의사 달이 가능하다. 통상 정보시스

템감리는 장 주로 수행이 되며, 피감리기 (사업자)

이 제출한 산출물 검토,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테스트 등 

실증  확인을 수행하다 보면 부분 시간이 부족한 것

이 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시 단기간의 감리보고

서 작성으로 오탈자, 띄어쓰기, 단어의 복은 물론 난해

한 문맥으로 인해 달자와 피 달자의 의견 소통에 어

려움이 많이 것이 실이다. 한, 감리인 부분은 이공

계 출신으로서 기술 인 문지식은 풍부하나 서술 인 

보고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문장 구성 기술이 

미흡하고, 이를 보완하기 한 체계 인 교육이나 문제

 인식이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

보시스템 감리보고서의 품질 향상 제고를 한 문법  

오류를 성찰하고 주 기 과 피감리기 의 에서 이

해하기 쉽고 객 인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문법  오

류가 있는 문장을 발췌하여 오류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

를 분석한 후 수정된 문장을 제시하는 방법을 수행하

다. 한, 오류 유형에 따른 검 리스트 모형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의 논거 실효성 검증을 해 오류 개선방안을 

장 감리보고서에 실 용하고 개선하 다. 한, 문법

인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도구에 한 향후 연구과제도 추가로 제시했다. 

Ⅱ. 관련 연구

1. 정보시스템 감리 및 용어 이해   

정보시스템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 계로

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제3자의 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  등에 한 사항을 종합 으로 검하고 문

제 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감리법인이란 

자정부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발주자란 감

리의 상인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자이며, 사업자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 상사업을 직  수행하는 자

를 의미한다. 감리보고서란 감리법인이 감리  시정조

치확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로 감리보

고서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가 

있다[1,8].

2. 감리 수행 절차 및 감리보고서 이해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차는 련 법률  규정에 의

해 7개 차로 수행된다. 감리 계약 체결은 최  1회 발

생하고 그 후 개별 감리시 마다 감리 세부 계획 수립, 감

리 착수회의, 장 감리 시행, 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통보, 감리 결과 반 , 감리 결과 조치 내역 장 확인  

통보의 7 단계를 용한다[1,8].

그림 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절차

Fig. 1. Information System Audit Process

감리보고서는 감리의 최종 결과물이며, 문제 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장 감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   개선방향 등을 발주기   사업자가 이해하

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문제  제시에 한 구체

인 증거자료를 포함하거나 논리  근거가 명확하게 제

시되어야 한다. 감리보고서의 기본 인 임워크는 표

지, 제출문, 감리계획서, 사업 개요, 종합의견, 감리 역별 

검결과로 구분된다. 제출문에는 감리법인의 직인, 총

감리원의 서명날인, 참여감리원 명단이 표시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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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획서는 착수회의 등을 통해 변경사항이 발생하

을 경우 감리 종료시 반드시 변경된 버 을 첨부해야 한

다. 총평의견 부문에는 체 으로 주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한 종합의견, 감리 역별 상세 검 결과 요약(개선

권고유형, 개선시 , 요도, 발주기  조 필요 여부 포

함)이 존재하게 된다. 종합의견은 개선권고사항을 요약

하여 작성하는 문장으로서 감리발주 기 의 의사결정자

를 해 가능하면 문용어나 기술 인 용어는 배제하고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며, 총 감리원이 직  작성한다. 

그러나 통상 으로 감리 수행 장에서는 분야별 담당 

감리인이 작성하면 총 감리인은 그 부분을 통합하는 경

우가 부분이다. 감리 역별 검결과 부문에서는 감리

역별(응용, DB, 아키텍처/보안 등)로 감리원이 검한 

결과를 포함한다
[1,7,8]

그림 2.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

Fig. 2. Information System Audit Report Detail

정보시스템감리는 “정보시스템의 효율  도입  운

 등에 한 법률”이 제정되기 에는 법  근거가 미흡

하여 권고사항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한 이유로 법 인 

구속력은 없다고 볼 수 있었으나 련법이 제정됨으로써 

감리보고서는 매우 요한 상을 갖게 되었다. 이후 동 

법은 자정부법으로 통합되었다. 련법에는 공공기

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하여 해당 정보시스

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  감리결과를 반 하게 하

여야 한다고 명시해 감리결과에 한 수를 의무화하

다. 감리 련법의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감리하

는 법인 는 기 은 당해 정보시스템이 정하게 개발 

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 에 따라 검하여야 한다. 

본 규정을 반하여 감리기 을 수하지 않고 감리업무

를 수행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

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

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 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으로

써 정보시스템 감리인의 허 보고서 작성 지의무를 강

화하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 을 

다른 사람에게 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

해져 있으며 비 을 다른 사람에게 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징역 는 벌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6,7,8].

III. 오류 분석 및 개선 방안

1. 오류 분석 개요

감리보고서에서 오류 유형 분석 시 용한 방법은 2가

지이다. 객 인 도구의 활용과 객 으로 단하기에

는 모호한 부분은 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어 표  문법

을 용했다. 객 이고 정량 인 평가를 해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를 사용하 다. 

맞춤법  문법 검사기에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오류, 

문장  문맥 오류, 한  맞춤법 표 안에 의거한 맞춤법 

오류, 불필요하게 사용한 단어 는 겹말을 용하 다. 

추가 으로, 문장을 검토한 후 쉽고도 간편하게 쓸 수 있

는 내용을 복잡하고 어렵게 표 한 것도 상으로 하

으며, 문장의 논리 인 흐름에 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

거나 지나치게 비약하여 작성된 문장 등을 심으로 분

석을 하 다. 감리보고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주로 감리 

결과를 종합 으로 평가하는 총평, 검토의견, 개선 방향 

부분의 문장이다[2-5]. 

2. 오류 분석 결과

업무 분야별로 감리 사업비 1억 이상의 감리보고서 10

종을 상으로 수행하 다. 문장의 복잡성과 이해의 어

려움, 복(단어, 구 , 의미) 오류, 문장 호응의 불일치, 

문체  단어와 겹말 오류, 단어 치 선정 오류, 단어와 

구  응,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오류, 외래어  일본식/

어식 표  사례, 보고서 양식의 일 성 미흡 등 9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오류의 원인은 어휘력과 표 력 

부족, 국어 문법 지식 부족, 주의력 부족과 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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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검 차 부재 등 4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무엇

보다 품질 향상을 해 인식 환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 분석되었다[2,3,5].

그림 3. 오류 분석 결과 및 주요 오류 원인             

Fig. 3. Error Analytic result and Root Cause 

가. 문장의 복잡성과 이해의 어려움

감리보고서의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 문장이 길면 구

성 요소가 복잡하게 얽  이 늘어지게 마련이다. 잘 구

성된 문장이라 하더라도 길면 지루하게 느껴지고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쉽고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을 복잡하고 어렵게 표 한 경우이다.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달하기 해는 을 읽는 사람의 능력과 노

력에 계 없이 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쉬운 말로 간결

하게 써야 한다.

그림 4. 오류 사례 1(예시)

Fig. 4. Error Example 1  

나. 중복(단어, 구절, 의미)의 오류

상 방과 화를 하거나 여러 명이 회의를 할 때 동일

한 단어나 한 얘기를 되풀이하면 듣기 싫은 것과 마찬가

지로 한 문장에서도 같은 단어나 구 이 여러 번 나오기

도 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

다. 따라서, 복을 배제하거나 다른 표 을 써서 의미가 

통한다면 문장이 훨씬 더 세련될 수 있다. 

그림 5. 오류 사례 2(예시)

Fig. 5. Error Example 2  

다. 2.3 문장 호응의 불일치

부분의 문장은 기본 으로 “주어+목 어+서술어”

로 구성된다. 이 요소가 자연스럽게 결합하지 못하거나 

요소가 타당하지 않으면 완 한 문장이 안된다.

그림 6. 오류 사례 3(예시)

Fig. 6. Error Example 3  

라. 문체 및 단어, 겹말 오류 

우리나라 말에서 미사 “~하다”가 붙어 자동사가 되

는 명사에 굳이 미사 “~되다”을 붙일 이유가 없다. “지

속되고”는 “지속하고”로 하여야 한다. “보다 체계 인”의 

“보다”는 조사 (우리말큰사 -한 학회)로 사용하는 것

으로 정의되어있다. “보다”를 부사로 쓰는 는 어의 

more와 일본어의 ‘(より)’ 향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더” 는 “더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7. 오류 사례 4(예시)

Fig. 7. Error Examp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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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어의 위치 

우리나라 말은 여러 개의 로 이루어진 복문이 많기 

때문에 성분 간의 연결이 긴 하고 수식 계가 분명해

야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형어, 부사어 등 수식어

는 수식되는 말(피수식어) 가까이에 놓아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 사이가 무 멀어서도 안 된다. 체 문장의 주어

가 서술어와 떨어져 있으면 어느 서술어의 주어인지 

단하기 힘들어 이해하기 어렵다. 

 

그림 8. 오류 사례 5(예시)

Fig. 8. Error Example 5

바. 단어와 구절 대등 관계 미흡

같은 성격의 단어  구 을 하게 나열해야 일목

요연하고 질서정연한 문장이 된다.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유사하거나 같은 성격의 단어가 연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속사나 쉼표를 남용함으로써 복잡하고 

어수선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림 9. 오류 사례 6(예시)

Fig. 9. Error Example 6

사.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단순하면서 무심하게 하는 것 에 하나가 띄어쓰기 일 

수 있다. 그만큼 우리말의 띄어쓰기는 규정이 복잡하면

서도 외 규정이 많아 일반인이 완벽하게 구사하기는 

쉽지 않다. 한, 일부 단어는 뜻에 따라 의존명사가 되기

도 하고 조사나 어미가 되기도 해 그때마다 띄어쓰기를 

다르게 해야 한다. 문장 성분이 다른 단어는 띄어 써야 

의미 달에 효과 이다. 복합명사 오류는 의미상 두 명

사가 복합명사를 만들기 어렵다. 그러니 입력 오류가 없

으면, 조사를 추가하거나 명사 사이를 띄우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림 10. 오류 사례 7(예시)

Fig. 10. Error Example 7

아. 외래어 및 일본식/영어식 표현 사례

우리말 가운데 “~의”만큼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도 별

로 많지 않은 것 같다.“‘~의”가 붙은 “나의, 의, 의” 형

태는 조선 후기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개화기에는 흔

히 쓰이게 다고 한다. 일본어에서 두루 쓰이는 조사 

“노 (の)”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림 11. 오류 사례 8(예시)

Fig. 11. Error Example 8

자. 보고서 양식과 내용 구성 미흡

감리보고서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 에 하나가 동일

한 단락 는 문장 내에서 자체가 다른 경우가 존재한

다. 통상 으로 “바탕” “바탕체”에 폰트 크기는 “11”을 

주로 사용하는데 “바탕”과 “바탕체”를 혼재하여 사용하

여 작성되는 보고서가 있다. 감리보고서의 감리 역별 

검 결과는 해당 감리원이 작성하고 총 감리원은 사업 

반에 한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감리 역별 감리원

이 개선권고사항의 검토의견을 기반으로 총평이 작성되

고 있다. 총 감리원은 감리원들이 작성한 총평을 통합

하여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실의 문제 은 총

평이 개선권고사항의 검토의견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복 작성되며, 총 감리원이 직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황이 정확히 기술되기 어렵다는 이다. 한, 개

선권고사항 제목의 길이가 무 길거나 (3  이상), 짧아

서(1  이내)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장황하거나 충

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개선방향 작성 시 개선할 내용

이 매우 빈약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능하면 개선사

항은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피감리인(사업자)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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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그림 12. 오류 사례 9(예시)

Fig. 12. Error Example 9

3. 오류 원인 분석 

감리보고서에 나타난 오류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상은 감리보고서의 문장 구성이 

매우 복잡한 것이다. 문장이 길어서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구성요소가 복잡하게 얽  지루하고 요한 의미

를 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두 번째는 단어, 구 , 의미 

복이다. 한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가 들어있으므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같은 단어나 표 이 

반복되면 읽기 불편하고 지루해지며, 문장의 기본 요건

인 간결성이 떨어짐으로써 의 세련된 맛이 사라진다. 

이러한 원인은 어휘력과 표 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부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요령이 없기 때문에 발

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감리보고서의 특성상 동

일한 용어가 반복 으로 사용이 되는데, 복을 피하기 

하여 어느 문장에서는 ‘테스트’라고 사용하 고, 다른 

문장에서는 ‘시험’이라고 사용하는데 이것은 복의 문제

가 아니라 용어 사용의 일 성으로 보아야 한다. 세 번째

는 부분의 문장은 기본 으로 “주어+목 어+서술어”

로 구성이 되는데, 이 구성 요소가 자연스럽게 결합하지 

못하거나 공유 요소가 합당하지 않아 완 한 문장이 잘 

안되어 호응이 불일치 된 상이다. 이에 따른 종류는 

략 주어와 서술어, 목 어와 서술어 호응, 그리고 논리  

호응과 단어 특성에 따른 호응 등이 있다. 호응이 잘 안 

되는 원인은 보고서 작성자의 쓰기 수 과 기본 으로 

국어 문법에 한 지식과 무 하다고 할 수 없다. 네 번

째는 문체  단어 그리고 겹말이 오류인 경우이다. 한  

맞춤법에서 표 화된 문체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오류

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으며, 문장부호 련 오류도 사용

법을 제 로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

는 수식하는 단어의 치가 피수식어와 동떨어져 있거나, 

하지 않은 치에 자리잡는 상이다. 여섯 번째는 

같은 성격의 단어가 연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속사나 쉼표를 종종 사용함으로써 읽는 사람에게 문장의 

가독성이 낮아질 수 있음이다. 이는 작성자가 짧은 시간 

내에 보고서를 완료하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서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상은 조 만 신경을 기울이면 쉽게 보완이 가능

한 부분이라 단된다. 일곱 번째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단순하면서 무심하게 하는 것  하나가 띄어쓰기

이다. 용어의 특성상 띄어쓰기 문법을 무시해서 사용할 

것과 기본 으로 수해야 할 띄어쓰기는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여덟 번째는 우리말 가운데 “~의” 만큼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도 없지 않다. 일본어에서는 용언과 용언 

사이에 “노”가 항상 쓰인다. 우리 에서는 “~의” 을 사용

하지 않아도 문장을 구성하거나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쓸데없이 남용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는 보고서에 사용하는 용어와 양식에 한 

통일이다. 감리보고서의 특성상 평균 으로 4개의 역

(사업 리  품질, 응용, DB, 아키텍처/보안)으로 나

어 감리를 수행한 후 보고서가 작성되다 보니, 작성자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사용될 수 밖에 없다. 감리보고서

의 일 성과 품격을 높이기 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일

한 의미의 단어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템 릿 등이 

필요하다. 

4. 오류 유형별 개선 방안 

감리보고서의 오류 분석 결과 도출된 9  오류 유형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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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오류 개선 방안

Fig. 13. Error Improvement Plan

IV. 실효성 검증 

1. 연구의 실효성 검증 개요 

실효성 검증을 해 감리 사업비 1억 이상인 사업 5개

(공공1, 국방1, 융1, 기타2)를 정해 검증하 다. 한, 

실행력 제고를 해 검 리스트 모형을 제시하 다[8].

그림 14. 점검 리스트 (예시)

Fig. 14. Check List (Example)

2. 현장 적용 결과 사례

감리 장에 실제 용한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문장의 복잡성 해소 

(2) 복(단어, 구 , 의미) 최소화

(3) 문장 호응 일치 

(4) 문체  단어, 겹말 개선 

  (5) 외래어 표

(6) 단어 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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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서 형식의 일 성

그림 15. 적용 결과 (예시)

Fig. 15. Check Result (Example)

검리스트 모형으로 검한 결과 총 7가지(문장의 복

잡성 해소, 복(단어, 구 , 의미) 최소화, 문장 호응 일

치, 문체  단어와 겹말 개선, 외래어 표 , 단어 치 선

정, 보고서 형식의 일 성)의 주요 사례가 도출되어 장

에서 즉시 개선하 다. 한, 개선 후 감리보고서를 감

리 이해 계인(발주기 , 사업자)에게 열람한 결과 개선 

후의 감리보고서에서 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정보시스템감리 수행 시 감리 분야  하나는 로젝

트 리  품질 리이다. ·소규모 사업 감리에서는 감

리인 1명이 수행하고, 규모가 형 사업인 경우는 로젝

트 리와 품질 리를 분리하여 감리를 수행한다. 감리인

은 로세스와 로덕트의 품질 제고를 한 제반 활동

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이처럼 사업에 한 품질

은 매우 강조하면서 감리 로세스  감리 품질 제고는 

등한시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시된 여

러 가지 감리보고서의 문법  오류 유형과 분석 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 인 띄어쓰기, 붙여쓰기는 물론

이거니와 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악하기 조차 어려운 

문장도 간혹 발생한다. 한, 일부 보고서는 용어, 꼴, 

형식(표/그림)의 일 성이 매우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었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오류 유형과 개선방안, 

감리 검 리스트를 활용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면 감

리 품질 향상에 실질 인 도움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

리보고서의 품질이 재 보다 더욱 발 하기 해서는 

감리인 스스로 보고서가 갖는 상과 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함이 필요하다. 한, 감리 법인 자체 으로 내부 

품질 시스템을 실 으로 정착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

하다. 즉, 내부 품질 강화를 한 ISO 인증 도입 시 사업

인 략 심이 아닌 실제 으로 감리 품질과 연결한 

로세스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감리보고서 작성 시 

단순한 오류 검이 아닌 문장 구조  내용 분석까지 가

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도구에 한 연구  개발

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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