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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국내 기업들은 세분화된 조직을 그룹조직으로 확  운 함으로서 로젝트업무

의 유동성과 조직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가져왔지만 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의사소통체

계가 복잡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분 기업들이 사용하는 사  자원

리시스템은 정보배포에 을 맞추고 있어 그룹 내 로젝트 리 의사소통의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건설 분야 기

업에 용할 수 있는 그룹 로젝트 리 지원을 한 웹 기반 정보보고시스템(WIRS : Web- 

based Information Reporting System)을 설계하고 로토타입을 구 하 다. WIRS 구 을 

통해 규모 로젝트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소그룹 내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 자원 리시스템의 커뮤니 이션 역량을 보완할 수 있게 된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구체 으로 WIRS의 기능 설정하기 해 장 요구조사를 실시하

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WIRS 로세스 모델 설정을 한 분석 

 기획을 수행하 다. 결과물에 한 사용자 피드백은 체로 정 이었으며, 특히 로젝

트 진행 련 웹상에서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 일일메모를 통하여 주간 보고서와 월간보

고서가 자동 으로 생성된다는 , 지시생성  일정정보공유기능 등을 정 으로 평가되

었다. 

ABSTRACT

Today, large enterprises are changing their team organization to group organization. 

These trends have brought work flexibility of project and manpower usage. However, 

communication among group members ha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it has been 

found that ERP was not efficient enough to solve this communication proble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quick and systematic communication system for 

group project management, and Web-based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hence forth 

WIRS) has been proposed. The main topics covered in this paper are design of functions 

and system architecture, process model design, databas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totype.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and user feedback was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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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ain functions for WIRS and its overall impact on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키워드：그룹 로젝트 리, 로젝트 의사소통 리, 웹기반 정보보고시스템

Group Project Management, Project Communication Management, Web-based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1. 서  론 

국내 생산제조 건설 분야의 많은 기업들

은 기능 심으로 세분화된 조직을 그룹조

직 체제로 변화시키고 본부-실 체제 심으

로 조직을 운 하고 있다. 그룹제도 하에서는 

로젝트 업무가 유동 이고 조직 인력활용

이 유연하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규모 

제조, 건설 분야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 추세

에 따라 그룹단 로 로젝트를 수행해왔지

만 다수의 로젝트 리로 복잡해진 의사소

통체계 때문에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

다. 로젝트의 산이나 일정 과를 포함해 

실패를 겪는 로젝트 사례가 많은 데 부정

확한 로젝트 보고로 인해 성과 추 이 어

렵다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1, 

3]. 오늘 부분의 기업들은 로젝트 리

를 하여 사  자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

지만 그 이 사  정보 배포에 맞추어

져있어 효율  로젝트 리를 한 의사

달의 문제를 체계 으로 근하기 해서는 

보다 섬세한 소통 기능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2].

형 로젝트 리를 한 도구로 ERP(En-

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포함하

여 기업의 사  데이터를 통합 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 7

개사를 편의표본추출로 선정하여 미 로젝트 

리 회가 제시한 PMBOK 9개 리부문에

서의 로젝트 리 지원시스템 이용 황에 

하여 사  조사해 본 결과는 <표 1>과 같

다. 부분 웹기반 사  자원 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계 

기업과 인수합병을 실시한 로벌 기업 D사

를 제외하고는 로젝트 리를 한 의사소

통 리 지원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음

이 확인되었다. 

 <표 1> 웹기반 로젝트 리 지원시스템 

활용 황

PMBOK 역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P사

통합 리 O O O O O O O

범 리 O O O O O O O

시간 리 O O △ O △ △ △

비용 리 O O O O O O O

품질 리 O O O O O O O

인 자원 리 O O O O O O O

의사소통 리 X X X O △ X X

험 리 △ △ O O △ X △

조달 리 O O O O O O O

O：잘 갖추어져 있음, △：미흡, X：없음.

로젝트를 리함에 있어 의사소통의 어

려움은 로젝트의 규모, 내용, 그리고 범  

등의 확 와 함께 더욱 가 되며 이는 곧바로 

로젝트에 한 부정확한 보고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로젝트의 실패에 한 직 인 

원인이 될 수 있다[3, 11, 20, 21]. 한번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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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을 사 으로 공유함에 이 맞

추어진 형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로젝트

리 효율성 제고를 해서는 의사소통체계

지원을 한 별도의 정보보고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원활한 로젝트 리 의사소통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웹기반 정보보고시스템(이하 WIRS : 

Web-based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 로토타입을 구축하

는데 그 목표를 둔다.  

2. 련 연구

미 로젝트 리 회(PMI: Project Mana-

gement Institute)는 로젝트를 유일한 제품, 

용역, 는 결과를 창출하기 해 투입되는 

일시 인 노력으로, 로젝트 리를 로젝

트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해 로젝트 수

행 활동에 지식, 기능, 도구 그리고 기술을 

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4]. 즉 로젝트

는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목 을 달성하

기 해 추진해야 하는 작업으로 추진 방법

과 환경에 따라 그 결과가 반복 이고 확실

한 내용이 아니라 독특하고 불확실한 작업을 

말하며, 로젝트 리란 일반 으로 정해진 

시간에 제한된 비용을 가지고 로젝트를 완

수하기 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는 것을 일컫는다[5].

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은 PMI에서 정의

한 로젝트 리 지식체계인 PMBOK(Pro-

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의 통

합, 범 , 시간, 비용, 품질, 인 자원, 의사소

통, 험, 그리고 조달 리 9가지 리 측면

에서 계획된 시간과 산으로 최 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품질을 생

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리 활동을 지원하

는 도구를 근간으로 한다[4]. 표 인 도구

로는 Project KickStart, OpenPlan, Prema-

vera Software, Planview PM Software, Mi-

crosoft, Project, Turbo Project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로젝트 리에 가장 리 

사용되는 범용 목 의 MS Project는 비교  

사용이 쉬운 다양한 기능과 성능의 도구로 

손꼽히고 있지만, 로젝트 리자와 작업자

간의 작업 커뮤니 이션을 통해 작업의 진행

을 확인하기 하여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추가비

용을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웹에서의 기

능은  제공되지 않는 문제 이 존재한다. 

그 외 규모 로젝트를 지원하는 고  도

구들도 PMBOK에서 제시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며 화려한 시각  기능을 제공하고 있

지만, 실질 으로 활용하기에는 무 문

인 기능이 많고 그 내용이 방 하고 복잡하

여 지원도구를 사용하기 해서는 별도의 교

육이 필요하다는 문제 이 발생한다. 웹에 기

반을 둔 개별 로젝트 련 양방향 소통 기

능은 작업 장과의 긴 한 연결을 한 필

수 조건이라 하겠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의

하면 PMBOK 각 지식 역의 리활동이 

로젝트 성공에 기여하는 수 은 모두 동일하

지 않으며, 가장 요하고  기여도 수 이 높

은 역은 의사소통 리라고 한다[6]. PMBOK

의 9가지 지식 역  로젝트 의사소통

리는 로젝트의 정보를 시기 하게 생성, 

수집, 배포, 보 , 수정  처분하기 해 필

요한 단계를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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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주기

로젝트 착수보고 사업 주요일정, 사업 수행방법
로젝트 

착수시

주간 업무보고 주간업무 추진실 , 추진계획, 이슈사항 주 1회

월간 업무보고 월간업무 추진실 , 추진계획, 이슈사항 월 1회

수시보고
발주기 의 긴 작업 요청 내역

사안에 따라 리핑, 서면보고
수시

간보고

(단계별 완료보고)
단계에 따라 작성된 산출물, 이슈사항 매 단계별 1회

최종보고

사업 종료시 체 개발단계의 사업  기술 수행

결과 보고, 로젝트 기간  작성된 산출물,

완료보고서

로젝트 

완료시

감리보고

(시정조치 후 1주일 내)

감리단계 후 시정 조치된 산출물, 시정조치계획서  

조치내역보고서, 시정조치 완료보고서 
감리단계

<표 2> 로젝트 리를 한 보고유형 

로세스로 구성된다[7].

2.1 의사소통계획(Communications 

Planning)

로젝트 련 의사소통에 한 제반 요구

사항을 악하여 의사소통 리계획서를 산출

한다. 

의사소통 리계획서에는 정보수집  정리

방법, 배포경로, 배포정보에 한 설명, 정보

생산 일정, 정보 근 방법이 포함되며, 의사

소통계획의 수립은 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정기 으로 검토되고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

된다. 

2.2 정보배포(Information Distribu-

tion)

필요한 정보를 시에 로젝트 련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단계이다. 한 

상치 않았던 정보요청에 한 응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리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배포 단계의 도구  기

법으로는 의사소통기술  정보검색시스템 

등이 있으며 산출물로는 로젝트 기록  

보고서 등이 있다. 

2.3 성과보고(Performance Repor-

ting)

로젝트 실행 련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

하는 단계로 상태보고, 진도측정, 그리고 

측을 포함한다. 

2.4 행정 인 완료(Administrative 

Closure)

로젝트 완성을 공식화하기 해 정보를 

발생, 수집, 배포하는 단계이다. 결과를 검증

하고 문서화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이는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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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객 그리고 지원그룹이 로젝트 산출물

에 한 승인을 공식화하기 함이다.

앞서 <표 1>의 기업들이 밝힌 로젝트 

리자가 로젝트 진행 시 필요로 하는 의사

소통 보고 유형과 내용들은 <표 2>와 같다.

소 트웨어 개발, 건축, 도서 정보 리, 학

습 환경 등의 역에서 로젝트 리 련 

다양한 세부 주제에 한 연구들이 최근 결

과를 선보이고 있다. 웹기반 소 트웨어나 시

스템 개발 련 로젝트 리 시스템의 구

에 한 연구[2, 8, 9], 정보시스템 구축 로

젝트에 있어서의 기 리에 한 연구들[10, 

11, 12, 21], 정보시스템 개발 로젝트의 생

산성 혹은 성과 향상에 한 연구들[13, 14, 

15, 16, 17, 18, 19], 그 외 로젝트 리 기법

이나 모델에 한 연구[9] 등이 있다. 그러나 

구체 으로 원활한 로젝트 리를 한 의

사소통 지원 체계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형근(2008)은 사  자

원 리시스템의 성공을 한 사업무 로세

스 개선과 시스템 구축방법  성공요소 등

을 제시하면서 의사소통지원을 강조하 고

[2], 기(2008)는 설계 로젝트 참여자간 

정보교환지원시스템 개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22].

Deng(2001) 외 3인은 인터넷 기반 종합 

로젝트 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본사와 건설 

장간의 로젝트 의사소통 장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 정보교환, 인터

넷 채 , 비디오 카메라, 검색기능을 포함하

다[23]. Timorthy(2003) 외 3인의 연구에서

는 회사의 업무 리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

를 해 웹기반 시스템을 구축하 는데, 보고

체계가 다단계  활동이며 복잡한 작업인 문

제 을 지 하고 일반  문서, 로젝트 

리, 재정 리, 이메일 의사소통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고시스템을 포함하 다[24]. 

3. WIRS 요구조사

 연구들의 산출물은 부분 로젝트의 

9가지 지식 역을 모두 다루는 통합 리와 

련된 시스템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규

모 건설 제조 분야에서의 9가지 로젝트 지

식 역  의사소통 리에 을 맞추고 효

율 인 커뮤니 이션을 한 요구 조사를 실

시하 다. 편의표본추출과 스노볼링 방법으

로 선정된 국내 제조, 건설 분야 기업 직원 

총 34명에게 이메일, 우편, 팩스, 혹은 직  

설문을 배포하고 회신을 수거하 다. 응답자

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설문지 문항은 크게 WIRS의 주요 기능 도

출을 한 요구조사 부문과 데이터베이스 설

계에 사용될 WIRS의 상세기능 조사 부문으

로 나뉘었다. 주요 기능에 한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25, 26, 27]에서 사용된 설문 가운데 

앞 장에서 기술된 4가지 의사소통 리 로

세스와 련 내용을 추출하여 26개 기능을 

사용하 으며, 각 기능에 해 Likert 5  척

도에 따른 요도를 표시하게 하 다(1 =

 요하지 않다, 5 =매우 요하다). WIRS 

상세 기능에 해서는 오  질의를 하고 응

답자가 자유롭게 기록하게 하 다.

WIRS 주요 기능에 한 요구조사 결과 총 

26문항 가운데 로젝트개요생성기능, 의사

소통계획수립기능, 로젝트지시기능, 보고받

기기능, 보고하기기능, 이메일자동보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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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사에서 

추출된 기능

요도
WIRS의 기능

수 순

알람기능 3.54 11
로그인시 팝업 

기능

로젝트개요 

생성기능
4.00 2

로젝트 생성 

기능의사소통계획 수립 

기능
3.59 9

일일메모 기능 3.87 4 일일메모 기능

보고하기 기능 3.76 7

보고하기 기능이메일 자동보고 

기능
3.77 6

보고받기 3.94 3 보고받기 기능

로젝트 지시 기능 3.82 5
지시생성 기능

지시조회 기능

인력정보 공유기능 3.56 10

정보공유 기능
뉴스정보 공유기능 3.44 14

이벤트정 보공유기능 3.47 13

일정정보 공유기능 3.60 8

로젝트 

히스토리기능
4.38 1

히스토리 열람 

기능

로젝트 종료기능 3.52 12 종료 기능

<표 4> WIRS의 주요 기능(n=34)

<표 3> 응답자의 특성

항목 내용 빈도(명)

직군
사무직 25

기술직( 장직)  9

근무경력

3년 미만 14

3～5년 미만 11

5～10년 미만  4

10～15년 미만  0

15년 이상～20년 미만  3

20년 이상  2

업종
건설업 10

제조업 24

로젝트 

참여횟수

없음  2

1회 이하  3

1～5회 18

6～10회  5

11～15회  1

16회 이상  5

알람기능, 일일메모기능, 일정정보공유기능, 

인력정보공유기능, 이벤트정보공유기능, 뉴스

정보공유기능, 로젝트히스토리 기능, 로

젝트종료기능이 상  14 를 차지하 다. 요

구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기능과 요도 그리

고 해당 WIRS 기능은 <표 4>와 같다.  

WIRS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항목

을 축출해내기 해 실시한 오  질의 요구

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다. 

4.  WIRS 설계

4.1  시스템 아키텍쳐

<표 4>의 WIRS 기능(로그인, 로젝트생

성, 일일메모, 보고하기, 보고받기, 지시생성, 

지시조회, 정보공유, 로젝트종료, 히스토리

열람)들과 <표 5>로부터 추출된 직원, 로

젝트, 일일메모, 보고서, 팝업, 정보, 종료 로

젝트 DB를 포함하여 WIRS 시스템을 구성하

다<그림 1>.

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로젝트

의 보고와 련한 의사소통 리를 하여 

WIRS 시스템에 속한다. 그룹장과 PM, 그

룹원이 이 시스템에 로그인 이후, 그룹장, PM 

 그룹원은 개별화된 팝업 공지내용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룹장은 크게 로젝트 생성

화면, 보고받기화면, 지시생성화면, 로젝트 

정보공유화면, 로젝트 종료화면, 로젝트 

히스토리 열람화면에 속할 수 있다. 반면 

PM과 그룹원은 일일 메모하기화면, 보고서 

생성화면, 지시조회화면, 로젝트 정보공유

화면, 로젝트 히스토리 열람화면에 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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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데이터 항목

로젝트 생성

로젝트명, 로젝트코드, 실행부서, 실행PM, 로젝트시작일, 로젝트종료

일, 발주부서, 발주PM, 로젝트 산, 로젝트개요, 로젝트목 , 로젝트기

효과

의사소통 계획 로젝트명, 주요회의일정, 정보보고산출일정

정보

보고

주간보고
번호, 작성일자, 세부실 사항, 세부계획, 총 실 , 총 계획, 의내용, 기타업

무, 미결사항

월간보고
번호, 작성일자, 월간 실 사항, 월간 진행  계획, 기타업무, 쟁   건의, 

미결사항

출장보고
번호,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 , 방문처, 업무내용, 의사결정사항, 향후실행

정, 첨부

회의보고
번호, 일시, 알소, 참석자, 주제, 검토항목, 검토의견, 의사결정사항, 조정사항, 

향후실행 정

이슈보고 번호, 우선순 , 요소, 해결방안, 발생일, 조치

간보고
번호, 작성일자, 시행목 , 참여인력, 기간, 소요 산, 개발별 진도사항, 문제 , 

해결방안, 첨부

성과보고 번호, 개요, 기간, 완료일자, 로젝트PM, 인력, 수익, 산출물, 첨부

정보

공유

인력

정보

그룹
사번, 이름, 화번호(사내), 화번호(핸드폰), 화번호(집), 직 , 이메일, 팩

스, 사진, 직 , 집주소, 메모사항

발주처
이름, 회사명, 부서, 화번호(사내), 화번호(핸드폰), 직 , 생년월일, 본 , 

학력, 경력, 이메일, 팩스, 인물 요도, 사진, 주요 분야

력업체 이름, 회사명, 화번호(사내), 화번호(핸드폰), 경력, 이메일, 팩스

경쟁사
이름, 회사명, 부서, 화번호(사내), 화번호(핸드폰), 생년월일, 본 , 학력, 

경력, 이메일, 팩스, 인물 요도, 사진, 직 , 참여 로젝트명, 주요 분야

공공기
이름, 회사명, 화번호(사내), 화번호(핸드폰), 생년월일, 연고지, 학력, 경력, 

이메일, 팩스, 인물 요도, 사진, 직

주요인사
이름, 회사명, 부서, 화번호(사내), 화번호(핸드폰), 생년월일, 연고지, 취미, 

학력, 경력, 이메일, 팩스, 인물 요도, 사진, 직 , 주요업 , 가족사항

뉴스

정보

발주처제공 제공기 , 제목, 원본작성자, 배포자, 제공날짜, 주요내용, 첨부, 내용 요도

언론사제공 언론기 명, 제목, 정보유형, 원본작성자, 배포자, 제공날짜, 주요내용, 첨부

학술기 제공 제공기 , 키워드, 제목, 원본작성자, 배포자, 제공날짜, 주요내용, 첨부

공공기 정책 제공기 , 정책명, 배포일자, 주요내용, 첨부

이벤트정보
주최, 제목, 원본작성자, 배포자, 제공날짜, 기간, 주요일정, 참가비, 행사주최, 

연락처, 장소

일정정보 로젝트시작일, 로젝트종료일, 이벤트일정, 회의일정, 정보보고산출일정

종료
로젝트명, 로젝트코드, 로젝트분류, 실행부서, 실행PM, 로젝트시작일, 

로젝트종료일, 로젝트성패, 로젝트수익률

히스토리 주간보고, 월간보고, 출장보고, 회의보고, 이슈보고, 간보고, 성과보고

팝업 번호, 날짜, 작성자, 내용, 로젝트번호, 보고서번호

메모 번호, 날짜, 작성자, 내용

<표 5> 요구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데이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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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IRS의 아키텍쳐

그룹장은 로젝트 생성화면에 속하여 

본격 인 보고가 시작될 수 있도록 로젝트 

생성을 한다. 그룹장은 로젝트의 인력구성

들을 포함한 로젝트의 개 인 개요를 입

력한 후 시작 로젝트와 련한 앞으로의 의

사소통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소

통계획에는 정보수집  정리방법, 배포경로 

등을 입력할 수 있다. 입력이 완료된 후에는 

로젝트가 생성되며 생성된 로젝트에 

해서 PM  그룹원은 로젝트 보고를 시작

할 수 있다. 

이후 PM과 그룹원은 시작된 로젝트에 

한 보고를 시작하게 된다. 일일메모화면에 

속하여 일일실 을 장하면 주간보고서 

생성 시 자동으로 장되기 때문에 PM과 그

룹원들은 주간보고서 작성 시 따로 실 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월간보고서의 경우 한 

주간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따로 실 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외에도 PM과 그룹원은 

보고서생성화면에서 간보고, 출장보고, 회

의보고, 성과보고들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

때의 보고서는 작성과 동시에 이메일로 송

된다. 그룹장은 최종보고서들을 보고받기화

면 는 이메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룹장은 

진행 로젝트와 련해 지시생성 화면에 

속하여 지시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이때 입

력한 지시사항에 해 그룹원과 PM은 지시

조화 화면과 이메일로 지시내용에 련한 확

인이 가능하다.  

한 그룹장, PM과 그룹원은 정보공유화

면에 속하여 진행 로젝트에 필요한 정보

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

는 분야는 크게 인력정보, 뉴스정보, 일정정

보, 이벤트정보로 나뉘어져 있다. 그룹장은 

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로젝트를 종결시

키며 수행 로젝트에 련한 총체 인 결과

를 작성할 수 있다. 종료된 로젝트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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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룹장, PM과 그룹원은 로젝트의 의사

소통 활동들을 열람할 수 있다.  

4.2   로세스 모델

WIRS와 외부 개체와의 교류 계를 나타내

는 배경도(CDFD : Context Data Flow Dia-

gram)는 <그림 2>와 같고, 외부 단말자로는 

그룹장, PM, 그리고 그룹원이 포함된다. 

그룹원
WIRS
System

그룹장

PM

정보DB

직원DB 프로젝트DB

<그림 2> WIRS의 CDFD

본 시스템의 반  데이터 흐름도(ODFD 

: Overview Data Flow Diagram)는 <그림 

3>과 같다. 외부 단말자인 그룹장, PM과 그

룹원이 로그인과정을 통하여 속하면 보고

서생성과 지시생성에서 비된 알림내용이 

즉시 달된다. 로그인 이후 그룹장은 로젝

트생성과정을 통하여 로젝트 DB에 새로운 

로젝트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새로운 

로젝트와 련된 데이터는 이후 진행되는 

로젝트 련 모든 과정에서 쓰이게 된다. 

생성된 로젝트와 련한 일일메모과정은 

PM  그룹원만이 속 가능하다. 이 과정을 

통해 주간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일일 데이터

를 일일메모 DB에 장한다. 이후 보고생성

과정에서 주간보고서 생성시 일일메모 DB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간보고서를 생성하며 

같은 과정으로 주간보고서를 이용하여 월간

보고서를 생성한다. 한 기타 보고서들은 생

성되어 최종 으로 보고서 DB에 장된다. 

그룹장은 보고받기 과정을 통해 보고서 DB

에 최종 으로 장된 보고서를 확인한다. 

그룹장은 진행되고 있는 로젝트와 련

된 지시 달을 해 지시생성과정을 이용한

다. 그룹장은 지시생성과정을 통해 지시사항

을 입력함과 동시에 이메일로 그룹원  PM

에게 동시에 달된다. PM  그룹원은 지시

조회과정을 통하여서도 지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룹장, PM과 그룹원 모두가 정보

공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은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 DB에 정보내용을 장

하고 장된 내용을 조회함으로써 로젝트

와 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로젝트 련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룹장은 종료과정을 통하여 로젝트를 종료

할 수 있고, 이후 종료 로젝트 DB와 보고

서 DB를 이용한 로젝트 히스토리 열람과

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3>의 별표는 로세스 모델 상에서 

시간 개념을 표 하기 해 채택한 방식으로, 

로그인 로세스가 구동되는 됨과 동시에 보

고서 DB로부터 로그인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보고서가 생성되어 맞춤형 팝업창이 제시됨

을 의미한다. 

그룹장, PM과 그룹원이 로그인 시 팝업 

DB 내용이 선별되어 즉시 달될 수 있다<그

림 4>. 팝업 DB에서는 보고서 생성과정에서 



254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5권 제4호

<그림 4> 로그인 DFD

<그림 3> WIRS의 ODFD

들어온 보고서 생성 련 데이터와 지시생성과

정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비되어있으며 속 

시 팝업내용이 속자에게 보여 진다. 이때 팝

업 내용은 보고서 생성여부, 보고서 제출기한, 

혹은 로젝트 지시사항과 련된 내용이다. 

보고서 생성과정은 그룹원  PM만이 

속할 수 있으며 로젝트 생성  일일 메모

하기 이후에 진행되는 로세스이다. 선택 보

고서가 주간보고서인 경우, 주간보고서는 일

일메모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인해 주간

보고서의 실 부문은 이미 생성 되어있다. 생

성된 주간 보고서를 가지고 수정작업을 거친 

후 최종 주간보고서는 보고서 DB에 장된

다. 이때 작성된 최종주간보고서는 그룹장에

게 e-mail 형태로도 보고된다. 월간보고서의 

경우, 보고서 DB에 장되어있는 최종 주간

보고서들의 데이터가 합산되어 월간 보고서

가 생성되며, 생성된 보고서를 토 로 최종 

월간 보고서가 작성된다. 이때 작성 된 최종 

월간 보고서는 자동으로 그룹장에게 e-mail 

보고되어지며, 보고서 DB에 장되어진다. 

주간보고  월간 보고서와 같이 주기 으로 

생성되는 보고서 이외의 간보고, 출장보고, 

회의보고, 성과보고, 이슈보고는 그 로 작성

한다. 이때 보고서가 완료되면, 주간보고  

월간보고와 마찬가지로 e-mail로 그룹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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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고서 생성 DFD

<그림 6> 정보공유 DFD

자동보고 되어지며, 보고서 DB에 장된다. 

최종으로 생성되어지는 모든 보고서여부는 

장되어 로그인 안에 있는 팝업 DB로 데이

터가 이동된다. 보고서 생성을 한 자료 흐

름도는 <그림 5>와 같다.

정보공유 로세스는 그룹장, PM과 그룹원

이 속 가능하며 로젝트와 련된 정보내

용을 공유하기 함이다<그림 6>.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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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WIRS의 개체 계성도

참여 직원들은 로젝트와 련된 내용을 작

성입력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되는 

내용은 로젝트와 련된 인력정보, 일정정

보, 뉴스정보, 이벤트정보이고 심분야를 선

택한 후 로젝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4.3 데이터 모델

WIRS 설계를 한 데이터 항목과 항목들 

간의 계는 개체 계성도(ERD : Entity-Re-

lationship Diagram)로 <그림 7>과 같이 구성

하 다. 주요 데이터 항목으로 직원, 로젝

트, 정보, 팝업, 일일메모, 보고서 개체가 포함

되었다.

로젝트생성과 종료와 련하여서는 그룹

장과 로젝트 간에는 일 다의 계를 설정

하 다. 이는 한 명의 직원이 하나의 로젝

트만이 아닌 여러 개의 로젝트를 생성  

종료를 할 수 있도록 계를 만들어  경우

를 반 한 계이다. 직원과 로젝트 사이에 

참여 계는 1개의 로젝트에 여러명이 참여

할 수 있고  1명이 여러 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으므로 다 다 계가 성립한다. 따

라서 직원과 로젝트 사이의 참여 계에서

는 합 테이블(junction table)이 별도로 생

성된다.

직원의 개체 안에서는 보고와 지시의 계

가 생성된다. 보고 계는 PM과 그룹원이 그

룹장 한명에게 보고하므로 이에 하여 일

다 계를 성립시켰다.  그룹장 한명은 PM



 그룹 로젝트 리 지원을 한 웹기반 정보보고시스템의 설계  구   257

테이블 속성

직원
E#, PW, 이름, 화번호(사내), 화번호(핸드폰), 화번호(집), e-mail, FAX, 사진, 직

, 집주소, 메모사항, 그룹장#

직원_ 로젝트 P#, E#, 참여일시

로젝트

P#, 로젝트명, 실행부서, 실행PM, 로젝트 시작일, 로젝트 종료일, 발주부서, 발주

PM, 로젝트 산, 로젝트개요, 로젝트 목 , 로젝트 기 효과, 주요회의일정, 

정보 보고산출일정, 지시사항, 지시일자, 지시받는 이, E#, 

일일메모 D#, 로젝트명, 작성일자, 일일실 , E#,   R#

보고서

R#, 작성일자, 세부실 , 세부계획, 총 실 , 총 계획, 의내용, 기타업무, 미결사항, 

월간실 사항, 월간 진행  계획, 기타업무, 쟁   건의, 출장기간, 출장목 , 방문처, 

업무내용, 의사결정사항, 향후 정, 첨부, 일시, 장소, 참석자, 주제, 검토항목, 검토의견, 

조정사항, 우선순 요소, 해결방안, 발생일, 조치, 주간보고서번호, E#

정보

I#, 이름, 회사명, 부서, 화번호(사내), 화번호(핸드폰), 직 , 생년월일, 본 , 학력, 

경력, e-mail, FAX, 인물 요도, 사진, 주요분야, 사진, 직 , 주요업 , 가족사항, 제공

기 , 제목, 원본작성자, 배포자, 제공날짜, 주요내용, 첨부, 내용 요도, 언론기 명, 정

보유형, 키워드, 연락처, 정책명, 주최, 기간, 주요일정, 참가비, 장소, 로젝트 시작일, 

로젝트 종료일, EVENT일정, 회의일정, 정보보고산출일정, E#, P#

정보_직원 E#, I#, 조회일시

팝업 U#, 보고서 생성 련 내용, 지시생성 내용, 보고서 제출 정일(주간, 월간), P#, R#

팝업_직원 E#, U#, 열람일시

종료 로젝트 
EP#, 로젝트명, 실행부서, 실행 PM, 로젝트 시작일, 로젝트 종료일, 로젝트 

성패, 로젝트 수익률

주：  친 속성은 주 키(Key)를 의미.

<표 6> WIRS 데이터베이스의 계스키마

과 그룹원들에게 지시 하므로 일 다 계가 

형성된다. 직원과 일일메모사이의 계는 일

다 계가 성립되는데 이는 직원 한명이 

여러 개의 메모 작성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

다. 일주일 분량의 일일메모는 주기 으로 한 

개의 보고서를 생성하므로 일일메모와 보고

서 사이에는 일 다 계가 생성된다. 월간보

고서 한 주간보고서 여러 개에 의해 한 개

의 보고서가 생성됨으로 보고서개체 사이에 

일 다 계가 생성된다. 보고서와 직원개체 

사이에서는 열람과 작성의 계가 생성되는

데, PM  그룹원은 한 명당 여러 개의 보고

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룹장은 한명은 작

성된 보고서들을 열람 할 수 있으므로 일

다 계가 성립된다. 

로젝트와 팝업 개체 사이에는 로젝트 

지시와 련된 내용의 계인 팝업 1이라는 

계가 형성된다. 한 개의 지시는 한 개의 팝

업을 형성함으로 팝업 1은 일 일 계가 형

성된다. 보고서와 팝업개체 사이에는 보고서 

련내용 팝업 계인 팝업 2 계가 형성된다. 

팝업 2 계는 팝업 1 계와 같은 맥락에서 

일 일 계가 형성된다. 

팝업과 직원개체 사이의 다 다 계는 직

원 한명이 여러 개의 팝업이 볼 수 있으며, 

한 개의 동일한 팝업 같은 경우 여러 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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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고서 질의  보고서

로젝트 참여직원 정보

로젝트 개요정보 

로젝트 의사소통계획 정보

재 진행 인 로젝트 

재 종료된 로젝트

로젝트 실행 PM 

로젝트 련 지시사항

종료 로젝트의 성패 여부

종료 로젝트의 수익률

새로 생성된 보고서 

보고서 제출자

로젝트 일일메모 내용

로젝트별 주간보고서

로젝트 련 일정정보

로젝트 시작일 

로젝트 종료일

EVENT 일정

로젝트 회의 일정

로젝트 정보보고산출 일정

로젝트별 월간보고서

로젝트별 출장보고서

로젝트별 회의보고서

로젝트별 이슈보고서

로젝트별 간보고서

로젝트별 성과보고서

종료된 로젝트 주간보고서 

종료된 로젝트 월간보고서 

종료된 로젝트 성과보고서

로젝트 련 발주처 인력정보

로젝트 련 렵업체 인력정보

로젝트 련 경쟁사 인력정보

로젝트 련 공공기  인력정보

로젝트 련 주요인사 인력정보

로젝트 련 발주처 제공정보

로젝트 련 언론사 제공정보

로젝트 련 학술기  정보

로젝트 련 공공기  정책 정보

로젝트 련 이벤트 정보

<표 7> WIRS 주요 보고서 

람에게 보내질 수 있으므로 설정되어졌다. 이

러한 개체 사이의 다 다 계의 사이에는 

합 테이블이 생성된다.

로젝트와 정보 사이에는 일 다 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로젝트 한 개당 여러 개

의 정보가 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

의 경우 직원과 입력이라는 일 다의 계와 

조회라는 다 다 계가 형성된다. 입력 계

의 경우 직원 한 명이 여러 개의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입력된 한 개의 정보

는 여러 직원들에 의해서 조회되어지고 한 

명의 직원은 여러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으므

로 다 다 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조회 계

의 경우는 별도의 합 테이블이 생성된다. 

<그림 7>의 ERD를 토 로 계스키마를 

<표 6>과 같이 구성하고 주요 보고서 는 

<표 7>과 같다.

5. 로토타입 구

WIRS 로토타입은 운 체제 도우 XP 

내 웹서버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도구 

MS SQL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인터넷 인

포메이션 서버의 개발컴포 트로서 ASP 

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축 스크립트 환경을 

구성하 다. 한 클라이언트 측의 웹 라우

 환경으로서는 MS사의 인터넷 익스 로러 

6.0을 사용하 다. 주요 사용자 화면 는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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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룹장 로그인 후 속화면 

<그림 9> PM과 그룹원 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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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그룹장이 로그인 시 속하게 

되는 화면이다. PM과 그룹원이 제출한 보고

서가 그룹장 로그인 시 보고서생성알림의 팝

업내용과 동시에 보여 지게 된다. PM과 그룹

원이 속했을 때 보고서 시기와 생성된 지

시내용 련 팝업 내용이 제공된다<그림 9>.

6. 결론  향후 연구

본부-실 체제 조직변화의 추세는 업무의 

유동성과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가져왔지만 

로젝트 의사소통체계 문제의 걸림돌이 되

었다. 로젝트를 리함에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부정확한 보고로 이어지게 되어 

로젝트 실패의 직 인 원인으로 작용되었

다. 특히 규모 건설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부분의 사  정보자원 공유시스템의 경

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

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 인 시스템의 필요성

은 실하다고 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로

젝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웹기반 정

보보고시스템(WIRS : Web-based Informa-

tion Reporting System)을 설계하고 로토

타입을 구 하게 되었다. 

장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타

당성을 제고하 으며, 건설  제조분야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34명에게 시스템의 

설계  구 을 한 설문지와 인터뷰를 실시

하 다. 조사된 주요 보고기능에는 로젝트 

생성기능, 일일메모하기기능, 보고하기기능, 

보고받기기능, 지시생성기능, 지시조회기능, 

정보공유기능, 로젝트 종료기능, 그리고 히

스토리 열람기능 등이 있다. 장 심층 인터

뷰를 통해 WIRS의 DB 설계를 해 상세 데

이터 항목들을 조사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ERD, 계스키마, 질의문을 설계하 다. 

완성된 시스템을 요구조사에 참가한 사용

자들에게 사용토록 해본 결과, 웹 상에서 보

고가 이루어진다는 , 로그인 시 상황 정보

가 팝업되어 편리하다는 , 일일메모를 통하

여 주간 보고서와 월간 보고서가 자동 생성

된다는 , 그리고 지시생성  정보공유기능

에 정 인 반응을 얻었다. 

WIRS 구 을 통해 규모 건설 제조 환경

에서 로젝트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소

그룹 내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 사  

자원 리시스템의 커뮤니 이션 역량을 보완

할 수 있게 된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보안상 문제 과 보고서 내용의 특

화 부문은 본 연구의 한계 으로 지 되었다. 

향후 연구 수행 시 보고기능 요구조사 결과

에 한 객 성 제고를 하여 조사 상이 

증가되어야 하겠고, 특정 조직이나 로젝트

별로 필요한 정보보고 종류의 개발과 필요한 

기능 도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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