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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CCPM 기법에서는 로젝트 버퍼의 크기를 결정하기 해 일반 으로 자르고 붙이는 방법과 루트-제곱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공식을 통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버퍼의 크기가 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본 논문에서는 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이  작업의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각 작업자에 한 각 임무의 종류에 따른 작업의 

특징을 악하고 이를 CCPM 기법에 활용하여 해당 특징을 기 으로 버퍼 크기를 산정하는 새 방법을 

제시하 다.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환경에서 임무의 수, 임무의 어려운 정도 등의 요소를 반 하여 나온 

결과를 비교분석 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임무 수와 상 없이 안정된 완공확

률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특정 작업자가 일  완공할 수 있는 임무들의 경우 제안한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버퍼의 크기를 더 단축하는 것을 확인하 다. 

■ 중심어 :∣애로사슬∣프로젝트 관리∣일정 관리∣프로젝트 버퍼∣

Abstract

In CCPM Technique, as the buffer size calculation method, the Cut and Paste(C&P) method 

and the Root Square Error (RSE) method for all tasks carried out the same treatment, without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task, the lack of reasonable judgment, 

is too simple and hasty. In this paper, taking into accou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ethods, 

a new method of buffer sizing method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was introduced. It makes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worker and a variety of tasks, and use the 

information to predict the next task tim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method, 

according to different task difficulty and the number of tasks set up the project. Use C&P, RSE 

method and new methods to predict the time of the project.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 

to simulate the project time, a comparison of three methods of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new method can achieve the managers expect the probability of completion, and for 

those tasks can be completed ahead of schedule, the new method can save projec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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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정은 로젝트 리의 3가지 목표인 일정, 비용, 그

리고 품질  하나로써 이것의 성공은 바로 다른 두 목

표에 향을 다[1]. PERT/CPM(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Critical Path Method)을 기반

으로 한 통 인 로젝트 일정 리 기법들은 원래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투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PERT/CPM이 자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작업의 순서에만 의존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며, 한 학생 증후군(Student Syndrome), 킨

스 법칙(Parkinson’s Law)등과 같은 작업자의 행태에 

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2]. 

Goldratt 박사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안으로 제약 이론(Theory of Constraints)을 기반으로 

하는 CCPM기법을 제시했다[3]. 이 기법은 작업순서를 

만족하면서도 자원을 복 사용하지 않는 공정들로 구

성된다. 한 불확실성에 비한 각 작업에서의 여유시

간을 수립하여 버퍼(buffer)라고 정의한 후 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버퍼는 작업  발생하는 기치 못한 상황에 

비하기 한 것이다. CCPM기법에서는 로젝트 버

퍼의 크기를 결정하기 해 일반 으로 자르고 붙이는 

방법(The Cut And Paste Method, C&P)과 루트-제곱

하는 방법(The Root-Square-Error Method, RSE)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로젝트의 특성을 고

려하지 않고 고정된 공식을 통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버퍼의 크기가 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

생했다[4].

그래서 최근 몇 연간 버퍼의 크기 산정에 한 연구

가 많이 나왔다. Yang Li-xin은 시뮬 이션을 통해서 

기존 두 방법의 성능을 분석했다[5]. Ma Li 등의 연구

원은 자원의 제약을 기반으로 루트-제곱 방법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6]. 그리고 임무의 복잡도  험성 

요소를 고려한 버퍼의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도 나왔다

[7].

본 논문에서는 이  작업의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각 

작업자에 한 각 임무의 종류에 따른 작업의 특징을 

악하고 이 특징을 기 으로 버퍼 크기를 산정하는 새 

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한 방법을 평가하기 해 몬테

카를로 시뮬 이션[8] 환경에서 임무의 수, 임무의 어려

운 정도 등의 요소를 반 하여 나온 결과를 비교분석 

하 다. 평가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임무 수와 상 없이 안정된 완공확률을 유

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특정 작업자가 일  

완공할 수 있는 임무들의 경우 제안한 방법은 기존 방

법보다 버퍼의 크기를 더 단축하는 것을 확인하 다.

Ⅱ. 관련연구 

1. PERT/CPM 기법 
PERT/CPM 기법이란 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분야

를 보다 세분화된 작업 단 인 임무(activity)로 분할하

여 작업의 순서, 소요기간, 기타 제반사항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주 공정  여유 공정을 산출하

여 리 상 작업을 명확히 하고, 공정기간지연의 

사  방, 공정기간단축 등 효율 인 일정 리를 도모

하기 한 것이다[9].

1.1 3점 추정법 
PERT/CPM에서는 작업 시간을 추정할 때 불확실성

을 반 하기 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3  추정 법

을 사용하여 소요시간을 산정한다. 3 으로 이루어진 

활동시간의 분포는 양쪽으로 균형이 잡힌 정규분포 보

다는 오른쪽으로 완만한 기울기로 길게 늘어진 베타분

포에 가깝다.

그림 1. 현실적인 베타분포



통계분석을 이용한 CCPM 기법에서의 버퍼 산정방법 31

이 3 은 가장 낙 되는 추정시간(Optimistic time; 

), 가장 가능한 추정시간(Most likely time, )과 가

장 비 되는 추정시간(Pessimistic time, )이다. 보통 

이들 세 추정시간을 평균하여 추정한 소요시간을 산출

하게 되는데, 해당 평균값을 신뢰할 수 있는 가능추정

시간(ｅ) 는 평균 추정시간()이라고 한다[10]. 일

반 으로 PERT/CPM 기법에서는 을 나 에 비하

여 요시하여 와   의 비 을 각각 1이라고 할 때 

의 비 을 4로 보아 산술평균을 구해서 평균 추정시

간을 식(1)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

 


                          (1)

여기서 그 분포범 (와 차에 따른 변동범 )의 

정도를 ‘분산도’라는 말로 표 한다. 즉, 분산도(분포범

 와 의 차)가 크면 클수록 그 임무 자체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에 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게 되는 것이다. 분산도는 보통 으로 나타내며 식(2)

에서와 같이 이를 정의한다. 즉 평균 추정시간(ｅ)을 

구할 때는 가장 가능한 추정시간 ｍ을 요했지만, 분

산도()는 분포의 범 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ｍ에
는  계가 없고 와   에만 계가 있는 것이다. 

즉 ｅ가 서로 다른 경우라도 이러한 분산도를 이용하

면 분포의 정도를 악할 수 있는 것이다.

  

－
                              (2)

1.2 완공확률 추산 
어느 임무에 하여 정( 한 계약, 지시)된 기간 안

의 공정기간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기 해서는 

우선 첫 단계로 확률계수를 계산해야 한다. 그 계산식

은 식(3)과 같다[11].

＝

－

                             (3)

는 정, 계약 는 지시기간이고 는 모든 임무 

평균 추정시간이고, 그리고  는 그 임무의 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모든 임무의 분산의 값.

Z의 값에 한 의 값을 바로 찾아 낼 수 있는 표

정규분포편차표에서는 Z의 값이 구해지면 이 표에서 

의 값을 찾을 수 있게 된다.

1.3 불확실성 
PERT/CPM 에서는 불확실성을 리하기 해서 임

무 내에 여유시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으

로는 불확실성을 리할 수 없고 오히려 과도한 여유시

간으로 인해 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

다. 로젝트 불확실성을 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학생 증후군, 킨스 법칙의 두 가지 상으로 설명된

다[9][12].

학생 증후군은 학생들이 어떤 과제에 주어진 시간을 

다 보낸 다음 다 해진 상황에서 숙제를 시작하는 경향

을 말한다[1]. [그림 2]와 같이 학생들은 보통 숙제 마감

일을 기 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즉시 일을 시작하

는 것이 아니라 여유시간을 생각해서 나 에 시작한다. 

이 때 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작업을 완료하지 못

하게 된다. 비단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상을 보인다. 

그림 2. 학생증후군 예시

킨스 법칙은 작업자가 임무를 조기에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시간을 모두 사용하

여 정해진 시작일과 종료일에 맞추어 작업을 한다는 것

이다[2]. 이는 인간의 본성에 한 내용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모두 사용하려는 경향을 의미한

다. 어떤 일에 10일의 시간이 할당되었다면 8일에 끝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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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도 10일간의 시간을 꼭 채운다는 것이다.

2. CCPM 기법 
제약이론을 기반으로 한 CCPM은 PERT/CPM과 달

리 불확실성에 비한 각 임무에서의 여유시간을 수집

하여 버퍼라고 정의한 후 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작

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13]. 

버퍼는 작업  발생하는 기치 못한 상황에 비하

기 한 것이며 주로 로젝트 버퍼(Project Buffer, 

PB), 공  버퍼(Feeding Buffer, FB)와 자원 버퍼

(Resource Buffer, RB) 3 가지로 이루어진다[14]. [그림 

3]에서 1->4->6->8을 보면 여유시간이 없는 상을 

보이며 화살표로 표시된 임무들을 애로사슬이라 부른

다. 애로사슬에서 모은 여유시간의 반을 임무8의 뒤

에 붙이고, 이곳을 로젝트 버퍼라 한다. 애로사슬이 

아닌 작업에도 공  버퍼라는 것을 두어 비 애로사슬의 

작업 지연으로부터 애로사슬의 작업 일정을 맞추는데 

사용한다. 자원버퍼는 애로사슬의 작업에 필요한 자원

이 비되지 못하여 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한 

일종의 조기 경보장치이다.

그림 3. 버퍼를 이용한 애로사슬 일정도

2.1 버퍼 사용시 장점 
1) 작업 기간 단축

그림 4. 작업 기간 단축 예시

[그림 4]와 같이 각 작업에 따로 여유시간을 포함하

는 PERT/CPM기법보다 각 작업에서 여유시간을 수집

하여 모든 작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퍼를 

사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연속성이 있

는 임무1, 2, 3 에 선행임무가 일  완료되면 뒤의 임

무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버

퍼의 크기는 , , 을 합한 값 보다 작거나 같게 된

다.(버퍼의 크기≤  )

2) 일정에 맞추어 완료할 확률 증가

그림 5. 완료할 확률 증가 예시

[그림 5]와 같이 C->D는 애로사슬(Critical Chain)이

고 A->D, B->D는 비 애로사슬(Non Critical Chain)인 

경우 임무A,　B,　C가 계획된 시간　안에 완공될 확률이 

0.8이면 임무D가 제 시간에 시작할 확률은 이다. 

하지만 A->D,　B->D간에 공  버퍼를 추가하면 임무

A,　B는 일  시작할 수 있으며 완공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임무D 한 제 시간에 시작할 확률이 증

가하게 된다.

2.2 프로젝트 버퍼
PERT/CPM기법에서 로젝트 경로들  가장 긴 경

로로 체일정을 결정하는 주경로가 요한 것처럼 애

로사슬도 CCPM 기법에서의 로젝트 일정 계획  

리의 핵심 인 문제이다. 특히 로젝트 버퍼는 애로사

슬의 맨 뒤에 있어 로젝트의 완공시간에게 직 인 

향을 다. 따라서 로젝트버퍼의 크기를 정하는 것

이 가장 요하다.

2.2.1 로젝트 버퍼의 크기

CCPM기법 에서 주로 자르고 붙이는 방법과 루트-

제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4].

1) 자르고 붙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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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트-제곱하는 방법:  










  (는 안정 추정시간이고 는 

평균추정시간이다), 여기서 k는 각 임무의 순서를 나타

내는 번호이고 BS(Buffer Size)는 버퍼의 크기이다.

두 방법을 보면 로젝트 임무의 특징과 작업자의 능

력 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 일정한 공식을 사용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사람에 해 다 동일한 작업 시간으로 계산이 된다.

2.2.2 통 방법의 문제

그림 6. 임무 수기 다른 경우에 각 방법의 경향 예시

[그림 6]을 보면 가 다 1인 경우에 선후 계가 있

는 임무의 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두 방법으로 계산

된 로젝트 버퍼 크기의 차이가 더 증가한다. 의 두 

방법은 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공식

으로 버퍼의 크기를 정하이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공

식 자체의 이러한 경향 때문에 버퍼의 크기가 무 크

거나 작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5][6].

Ⅲ. 버퍼 크기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법

1. 제안 배경 
PERT/CPM 기법에서 체 로젝트의 정시간이 

있으면 식(3)을 통해서 확률 계수를 계산하고 로젝트 

완공 확률을 알 수 있다. CCPM 기법에서 로젝트의 

정시간은 평균 추정시간과 로젝트 버퍼의 크기를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3)은 아래 식(4)의 형태로 변

환할 수 있다.

＝

－









 

(4)

식(4)을 보면 로젝트 버퍼의 크기는  

∙로 표시할 수 있다. 은 애로사슬

에 각 임무의 표  편차이고 Z는 확률 계수이다. 그래

서 확률계수 Z는 완공의 확률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버

퍼의 크기에 많은 양을  수 있어서 당한 확률계

수 Z가 로젝트에게 더 좋은 결과를  수 있다 즉, 원

하는 완공의 확률을 지정하면 확률계수 Z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완공확률을 만족하는 버퍼의 크기를 어느 정도

로 정해야 하는 지 알 수 있다. CCPM기법을 제시한 

Goldratt 박사는 안정 인 완공시간은 완공 확률이 

85%~95%인 경우에 가장 당하다고 제시하 다[2]. 본 

논문에서 쓰는 완공 확률은 90% 기 으로 사용한다. 

이때 Z의 크기는 최소 1.29를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이

러한 이상상태의 로젝트 버퍼의 크기는 

 ∙ 
∙ 

가 된다.

그러나 실제 작업자의 능력  수 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임무의 버퍼 크기를 다 1.29로 설정하면 사실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업자의 수 이 다르면 그 작

업 시간 분포의 범 와 추세도 다르기 때문에다.

2. 제안 방법 
제안 방법의 내용은 다음 순서로 수행된다.  

1) 모든 임무를 종류별로 나 고 각 작업자에 해 

각 임무별 실제 사용한 버퍼의 Z값을 계산한다.

2) 원하는 완공 확률을 지정하고 계산된 결과 

에 이 완공 확률을 만족하는 최소 확률계수

( ≤ ≥ , W:작

업자, T:임무 종류) 값을 확인한다.

3) 임무 작업시간을 추정할 때 그 임무(들)의 표 편

차 을 계산하고    값을 곱하면 버퍼

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즉, 식(5)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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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표 1]은 참고로써 이 에 작업자(, , )가 

서로 다른 종류(,  , )의 작업할 때 정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 

( ≤ ≥ )에 이르게 하면 필요한 

최소 확률 계수의 값에 해 통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완공확률이 90%이상에 필요한 확률계수의 값

    
 1.25 0.77 1.85
 1.72 1.35 0.98
 1.02 1.26 1.65

확률계수을 이용하여 식(5)를 통해 작업

자의 정된 시간에 완공 확률이 90%를 넘을 때 필요

한 버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사람마

다 각 종류의 임무를 했을 때 필요한 버퍼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인다.

를 들어 작업자 과 는 같은 임무(, , 

: 10, 15, 22)를 작업하면 각 버퍼의 크기와 추정된 시

간은 아래 계산 결과와 같다.

평균작업시간  


 

표 변차 


 

1) 의 버퍼크기 = ×  

   의 추정작업시간 = 16.87

2) 의 버퍼크기 = ×  

   의 추정작업시간 = 18.03.

작업자와 에 해 추정작업시간의 차이가 

1.16일을 보인다. 임무를 하면 작업자보다 작업

자  가 더 빠른 편이다.

Ⅳ. 시험 및 평가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본 논문의 실

험은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완공확률이 

정규분포에 맞는 가상 시뮬 이션환경에서 실행하고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나오는 결과는 자르고 붙이는 

방법  루트-제곱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나오는 결과

와 비교 분석하 다.

1. 평가 기준 및 방법 
실험 에 기 한 완공 확률은 리자가 원하는 것으

로 정할 수 있고 여기에 90% 기  즉, 확률 계수를 1.29

로 정의한다. 실험의 데이터는 아래 [표 2]와 같다. 

(는 작업자 W가 임무T를 작업할 때 결과 

에 90% 완공 확률을 만족한 최소 확률 계수이다.)

표 2. 확률계수가 다른 그룹의 실험 데이터

그룹1
 

그룹2
 ≈

그룹3
 

  

  

  

[표 2]는 [표 1] 에 완공 확률이 90%인 경우에 작업

자와 임무 종류의 응 계를 3 그룹으로 나 다. 그룹 

1은 확률 계수Z가 1.29보다 작은 것이며 작업자가 항상 

일  완공할 수 있는 임무들을 의미한다, 그룹 2는 확률 

계수Z가 1.29와 가까운 것이며 작업자가 정상 으로 완

공할 수 있는 임무들을 의미한다. 한 그룹 3은 확률 

계수Z가 1.29보다 큰 것이며, 작업자가 항상 일  완공

할 수 있는 임무들, 작업자가 정상 으로 완공할 수 있

는 임무들을 의미한다. 한 작업자가 항상 늦게 완공

할 수 있는 임무들을 의미한다.

실험 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다:

1) 각 그룹에서 한 개나 여러 개의 응 계를 무작

로 선택하고 임무의 개수가 2, 5, 10, 20일 때의 

애로사슬을 따로 구성한다. 

2) 각 애로사슬 의 각 임무에게 PERT기법의 3  시

간, 즉 낙 되는 추정 시간, 가장 가능한 추정시간

과 비 되는 추정 시간을 정한다.

3) 식(1), 식(2)을 통해서 각 임무의 평균 추정 시간과 

표  편차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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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방법을 이용하여 로젝트 버퍼의 크기를 계산

한다. 

5) 각 애로사슬에서 임무의 속성에 따라 로젝트의 

완공시간을 정규분포에 따라 무작 로 생성한다.

6) 그 생성된 로젝트의 완공시간 안에 로젝트의 

완공 확률에 한 통계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각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버퍼의 크기

와 실제 완공할 수 있는 확률에 해 평가한다. 

2. 실험 경과 및 분석 
각 로젝트의 완공시간에 한 무작  데이터를 

2000회 반복 생성하며 실험 결과가 [그림 5]와 같다. PB 

Size는 해당 로젝트 버퍼의 크기이며 해당 수치는 일

별 PB Size를 나타낸다. 한 P%는 계산된 완공 확률

이다.

그림 7. 3 그룹에서 각 방법의 완공확률 비교

[그림 7]에서 자르고 붙이는 방법은 총 임무의 수가 

다르면 완공확률의 차이가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루트-제곱하는 방법은 안정된 완공확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룹1, 3에서 평균 완공확률은 큰 차이가 있다. 

즉, 작업자가 항상 일  완공하거나 항상 늦게 완공할 

때 루트-제곱하는 방법의 완공확률은 차이가 많다. 제

안한 방법은 결과 에 완공확률이 90%를 만족한 확률

계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실제 완공확률은 원하는 90%

에 근할 뿐만 아니라, 임무 수와 상 없이 안정된 완

공확률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룹 1

인 경우에 작업자가 항상 일  완공할 수 있는 임무들

에 한 기존 방법보다 버퍼의 크기를 더 단축할 수 있

는 것을 확인하 다.

Ⅴ. 결 론

PERT/CPM 기법은 50여 년 동안 꾸 하게 일정 리 

기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복잡해지는 로젝트

에 계속 용하기에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

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작업의 순서에만 의

존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며, 한 학생 증

후군, 킨스 법칙 등과 작업자의 행태에 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약이론을 기반으로 한 CCPM 기법

을 상세하게 기술하 다. 이 기법에서 가장 요한 버

퍼 크기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 기존의 자르고 붙이는 

방법과 루트-제곱하는 방법을 설명하 고, 이러한 방법

들이 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버퍼

의 크기가 무 커지거나 작아지는 등의 단 을 분석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이 에 작업의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확률 계수를 통해서 각 작업자와 

각 종류 임무의 응 계를 악하고 이 특징을 기

으로 버퍼 크기를 산정하는 새 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한 방법을 평가하기 해 몬테카를로 시뮬 이

션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환경을 구축하 다. 이 환경

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나온 결과와 기존 방법을 

사용하여 나온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평가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실험 결과 

에 완공확률이 90%를 만족한 확률계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실제 완공확률은 원하는 90%에 근할 뿐만 아

니라 임무 수와 상 없이 안정된 완공확률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특정 작업자가 일  완공할 

수 있는 임무들의 경우 기존방법보다 제안한 방법이 버

퍼의 크기를 더 단축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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