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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과정 및 취지

✣ 개발 과정 및 취지

  본 프로젝트관리 표준(ISO 21500) 이행가이드(이하 ‘이행가이드’라 함)는 

(사)PMI한국챕터와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가 기술표준원의 학술용역으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개발하였다. 프로젝트관리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프로

젝트관리 국제표준인 ISO 21500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행가이드를 개발한 

것이다.

이행가이드의 목적

  본 이행가이드는 프로젝트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공

통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용어, 프로세스 

등이 표준에 잘 기술되어 있으나 너무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행가이드 도

움 없이는 쉽게 활용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제표준에 근거한 프로젝

트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정부나 기업 모두 경제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준의 역할이므로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 이행가이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최근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Project Management를 번역할 때 프로젝트경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KS A ISO 21500 국가표준이 단일 프로젝트를 위한 ‘프

로젝트관리 지침’ 이므로 본 이행가이드는 국가표준의 내용에 충실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작성되었다.

이행가이드의 필요성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지침으로써 PMBOK® Guide

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국



4

가표준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국제표준 ISO 21500이 2012년 9월에 제정되어 많

은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여 ISO 

21500을 기반으로 국가표준 KS A ISO 21500이 조만간 제정될 예정이다. 이미 

발표된 국제표준과 새롭게 소개되는 국가표준을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가이드가 필요하여 본 이행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이행가이드 사용자

  본 이행가이드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하다. 이행가이드가 개발되면 정부, 공공기

관, 기업, 비영리기관 등에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활용

하게 될 것이다.

  •상급 관리자 및 프로젝트 스폰서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관리 팀, 프로젝트 팀원

  •국가 또는 조직의 표준 개발자 

이행가이드의 사용 시 참고 사항

 1. 본 이행가이드는 곧 제정 예정인 KS A ISO 21500 : 2013을 기준으로 개발하

였으며,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세스에 한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이행가이드의 체계와 순서는 원칙적으로 표준을 따라 작성하였으나, 그 일련

번호와 꼭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표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표

준의 해당 번호를 각 장절 제목의 끝에 삽입하였다.

 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Dr. PM”을 통해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Dr. PM에게 물어보세

요>를 중간중간에 삽입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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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과정 및 취지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1 이행가이드를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용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ISO 21500 국제표준에 앞서 국가표

준을 제정하여 자국정부와 기업들이 프로젝트 수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프로젝트관리 국가표준 

제정하고 상태이고, 국제적으로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프로젝트관리를 보급하고 소개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특히 기업에 따라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ISO 21500 국제표준을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행가이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행가이드를 이용하면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다 짧은 기간에 보다 적은 

인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둘째, 프로젝트 계획 변경에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고, 셋째, 프로젝트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

고, 넷째,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다섯째,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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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2 ISO 21500 표준은 어떤 표준이고, 왜 필요한가요?

ISO 21500 은 프로젝트관리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이 국제표준

은 프로젝트관리에서 모범사례로 여겨지는 개념과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표준은 2007년 발의되고, 37개국에서 참여하여 2012년 9월

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ISO 21500 표준은 ISO 표준도서 중에서 ISO 

9001:2008, 14001:2004, 31000:2009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표

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표준은 국제적 무역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장벽을 해

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교역규모 10위권의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업들의 주문에 의한 글로벌 프로젝

트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해양 플랜트, 공군훈련

기, 고속철도 시스템, 전자정부 시스템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진행되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발주사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외국 기업 

또는 외국 정부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관리 국제표준인 ISO 21500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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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1500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ISO 21500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 ISO 21500의 목적

  ISO 21500의 목적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 개념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1.2 ISO 21500의 적용범위

  ISO 21500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지침 제공

  •정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기관 등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조직에도 적용

  •프로젝트의 복잡성, 규모,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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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3 ISO 21500 표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ISO 21500 표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본문 4장과 부속서 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ISO 21500 표준의 적용범위로서,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 모든 프로젝

트에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16개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관리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에 비해 최소한의 용어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PMBOK®

과 같은 다른 표준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제3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적용되는 11개의 중요한 프로젝트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 프로젝트 관리 / 조직전략과 프로젝트 / 프로젝트 환경  

 • 프로젝트 거버넌스 / 프로젝트와 운영 / 이해관계자와 프로젝트 조직  

 • 프로젝트 인력의 역량 / 프로젝트 생애주기 / 프로젝트 제약사항

 • 프로젝트관리 개념과 프로세스 간 관계 

제4장: 프로젝트관리를 위한 5개의 프로세스 그룹과 10개의 주제그룹에 대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그룹은 착수, 기획, 이행, 통제, 종료 등 5개

의 프로세스 그룹과 39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그룹은 통합, 

이해관계자, 범위, 자원, 원가, 리스크, 품질, 조달, 의사소통 등 10개의 주제그

룹으로 구성되어 각 프로세스 그룹 및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부속서 A는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를 가정하여 개별 프로세스간 상호작용 및 

각 프로세스 그룹을 주제그룹에 투영하여 프로세스의 논리적 적용순서를 도표

를 사용하여 나타낸 참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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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1500의 구성

2 ISO 21500의 구성

  2.1 ISO 21500 구성 내용

  ISO 21500은 본문 4장과 부속서A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 내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ISO 21500의 구성 모델

  2.2 프로세스 그룹의 개념 및 사용(4.2.2) 

  각 프로세스 그룹은 프로젝트 단계나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39개이며 각 프로세스마다 목적, 기술, 주요 투입물

과 주요 산출물로 정의되고 각 프로세스는 상호 의존적이다. 개별 프로세스 간 상

호 작용과 각 주제 그룹에 투영된 각 프로세스 그룹의 흐름은 부속서A를 참조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 그룹은 어떤 분야나 산업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며, 프로세스 

그룹의 개념 및 사용의 목적, 시기, 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10

프로세스 그룹 개념 및 사용

착수 프로세스
∙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사용
∙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목적을 정의
∙ 프로젝트 관리자를 임명하여 프로젝트 작업 진행

기획 프로세스

∙ 세부 계획 수립에 사용 
∙ 세부 계획은 프로젝트 시행 관리가 가능해야 함
∙ 프로젝트 성과를 측정ㆍ통제할 수 있는 기준선을 수립하도록 충분

히 구체적이어야 함

이행 프로세스
∙ 프로젝트관리 활동 수행
∙ 프로젝트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인도물 제공을 지원하는데 사용

통제 프로세스
∙ 프로젝트 계획 대비 프로젝트 실적을 모니터링ㆍ측정ㆍ통제하는데 사용 
∙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변경 요

청을 하여야 함 

종료 프로세스
∙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의 완료를 공식화하는데 사용 
∙ 필요할 경우 검토, 시행을 위한 교훈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 

<표 2-1> 프로세스 그룹의 개념 

  2.3 주제그룹의 개념 및 관련 프로세스(4.2.3)

  주제그룹의 10개 영역과 관련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표 2-2> 주제그룹의 개념과 관련 프로세스 

주제그룹 개념 및 관련 프로세스 

통 합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프로세스를 도출, 정의, 결합, 단일화, 
조정, 통제, 종료에 필요한 프로세스 

이 해 관 계 자
프로젝트 스폰서, 고객사, 기타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범 위 작업과 인도물을 식별하고 정의하는데 요구되는 프로세스

자 원
인력, 시설, 장비, 자재, 기반 시설, 도구와 같은 적절한 프로젝트 자원을 
식별하고 확보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시 간
프로젝트 활동의 일정을 수립하고 일정 통제의 진척상황을 관찰하는데 요
구되는 프로세스

원 가
예산 개발과 원가통제의 진척상황을 관찰하는데 요구되는 프로세스를 
포함

리 스 크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
품 질 품질보증과 품질통제를 계획하고 확립하는데 요구되는 프로세스

조 달
계획에 요구된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인도물을 인수하
고 공급자와의 관계를 관리하는데 요구되는 프로세스

의 사 소 통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계획, 관리, 배포하는데 요구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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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1500의 구성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4 프로젝트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먼저, 국제표준인 ISO 21500에서 보면 세 가지 포인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프로젝트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둘째로 고유한 프로세스

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로는 각 프로젝트마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가 고유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① 인도물 / ② 이해관계자의 영향 / ③ 사용된 자원 / ④ 제약사항

⑤ 인도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정하는 방식 등

비교를 하기 위해 다른 표준에서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

보면, ISO 10006은 “프로젝트란 일련의 조정 관리된 개시일과 종료일이 있는 

활동으로서 시간, 원가 및 자원의 제약을 포함한 특정 요구사항에 적합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유일한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고, PMBOK® 

Guide에서는 프로젝트를 “유일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한시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의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특성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다. 

 •프로젝트는 명확한 개시일과 종료일이 있는 한시적 활동이다.

 •프로젝트는 유일하고 독특한 제품, 서비스, 결과를 창출 한다.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

 •프로젝트는 상호 연관된 여러 활동들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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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3.2)

  3.1 프로젝트의 정의(3.2)

  ISO 21500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고유한 프

로세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프로세스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조정되

고 통제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각 프로젝트는 고유하며,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각 프로젝트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제공된 인도물

  •이해관계자의 영향

  •사용된 자원

  •제약사항

  •인도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정하는 방식

  한편, ISO 10006에서는 “프로젝트란 일련의 조정 관리된 개시일과 종료일이 있

는 활동으로서 시간, 원가 및 자원의 제약을 포함한 특정 요구사항에 적합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유일한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PMBOK® 

Guide 5th은 “프로젝트란 유일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수행

하는 한시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3.2 프로젝트와 일상 운영(Operation)의 차이(3.7)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관리 프레임워크에 속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일상 운영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3-1> 프로젝트와 일상운영의 비교

프로젝트 일상운영

∙ 일시적 팀에 의해 수행
∙ 비 반복적이며 유일한 인도물 창출

∙ 비교적 안정된 팀에서 수행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세스
∙ 조직유지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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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3.2)

  3.3 프로젝트와 조직 전략의 관계(3.4)

  조직은 전략을 통해 기회식별과 발전의 지침을 제공하며, 프로젝트는 전략목표

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선택된 기회를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다음 그림은 프로

젝트와 조직의 전략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직의 가치 창조 틀(Framework)을 

예시한 것이다. 

<표 3-2> 조직의 전략과 프로젝트 

조직전략 프로젝트

∙ 조직은 대부분 조직 미션, 비전, 정책, 조
직경계 밖의 요인을 바탕으로 전략 수립 

∙ 전략목표는 기회 식별과 발전의 지침 제공

∙ 프로젝트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 프로젝트 목표는 선택된 기회를 실현하
는데 기여하는 측정 가능한 편익을 제공

<그림 3-1> 전략과 프로젝트의 관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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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5 프로젝트관리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PM(프로젝트관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프로젝트와 일상 운영업

무 간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일상 운영업무와 

차이가 있지요. 프로젝트는 한시적이고 유일하며 점진적으로 구체화됩니다. 하

지만 일상 운영업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차이가 있지요. 또한 프로젝트

와 일상 운영업무는 실제로 사람이 수행하고 제한된 자원의 제약을 받으며, 실

행 및 통제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프로젝트관리)와 일상 운영업무를 관리하는 

일반관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일반관리는 조직이 반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수행됩니다. 이

에 반해 PM은 언젠가 관리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수행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

요한 차이입니다. 즉, 프로젝트는 목적이 있고, 끝을 전제로 한 활동이며, 결국

에는 끝나야 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멤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됩니다. 여러 부문을 아우르

는 조직이 구성되거나 자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과 인재를 외부에서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팀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지만, 프로젝트

는 기간이 한정된 활동이므로 프로젝트 관리자와 팀원도 임시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적인 조직에 의해 실시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수행하

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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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3.3)

4 프로젝트관리(3.3)

  4.1 프로젝트관리의 정의(3.1)

  ISO 21500은 프로젝트관리를 “프로젝트에 방법ㆍ도구ㆍ기술ㆍ역량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PMBOK® 5th은 “프로젝트관리란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량, 도구, 기법 등을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라

고 정의한다.

  4.2 프로젝트 생애주기와 프로젝트관리(3.1, 3.10)

  프로젝트관리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은 흐름을 따라 발전

된다. 조직전략은 기회를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식별된 기회는 평가를 통해 발전한

다. 선택된 기회는 비즈니스 사례나 유사문서를 통해 발전해 가며, 발전된 기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인도물을 제공하게 되고, 인도물은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편익

은 조직전략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투입물이 될 수 있다.  

<그림 4-1> 프로젝트관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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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단계를 집합적으로 프로젝트 생애주기라고 하며, 

프로젝트관리는 프로젝트 생애주기의 다양한 단계를 통합하게 되며, 프로젝트 생

애주기 동안에 프로젝트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프로젝트는 대개 개별 단계별로 구성되며 거버넌스와 통제 니즈(Needs)에 의

하여 결정된다. 

  •프로젝트 생애주기 동안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다. 

  •프로젝트 생애주기의 개별 단계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논리적 순서를 

따라야 한다.

  •프로젝트 단계에는 구체적인 인도물이 있으며, 이러한 인도물은 스폰서, 고객

사,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젝트관리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수행되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선택된 

프로세스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마지막 단계가 종료한 때에는 모든 프로젝트 인도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4.3 프로젝트관리와 프로세스간 관계(3.12)

  프로젝트관리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달성되고, 프로세스는 서로 접한 관계가 

있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프로세스의 세 가지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제품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다.

<표 4-1> 프로세스 주요 범주 

프로세스 주요 범주 내 용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 프로젝트관리에 특정
∙ 프로젝트를 위하여 선택된 활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

제품 프로세스
∙ 특정 결과물, 서비스, 결과의 사양 및 규정으로 나타남
∙ 특정 프로젝트 인도물에 따라 달라짐

지원 프로세스
∙ 물류ㆍ재정ㆍ회계ㆍ안전 등의 분야에서 결과물과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적절하고 가치있는 지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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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3.3)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6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의미는 무엇이고, 누가 이해관계자인가요?

우선 일상의 업무와 달리 한시적으로 임시조직을 가동하여 구체적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

부서와 고객, 공급자, 정부 규제 등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프로젝트의 성과 

또는 완료 결과에 직접, 간접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

는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호적인 이해관계자로부터는 도움을 받

고 비우호적인 이해관계자가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사내 및 사외 이해관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내 이해관계자: 경영층, 프로젝트 스폰서 / 관리자 / 팀원, 프로젝트관리 

오피스(PMO), 부서장, 사내 고객, 정보시스템 부문 관리자 등  

 •사외 이해관계자: 외부고객, 투자자 및 발주자, 공급업체 또는 계약자, 외부 

컨설턴트, 프로젝트 팀 구성원의 가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언론 매체, 

일반 시민 및 지역사회 등 

프로젝트의 규모가 클수록, 사업환경이 자주 변화할 수록 점점 많은 이해관계

자가 프로젝트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기대사

항을 충족시켜 주고, 우려 사항을 완화시켜 주고, 이슈를 해결해주는 노력이 필

요합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추진 시에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들의 이해

사항, 기대사항, 관여도, 프로젝트의 성공에 미치는 중요도 및 영향력에 관한 정

보 등을 수집하여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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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관계자와 프로젝트 조직(3.8)

  5.1 이해관계자

  프로젝트를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

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은 조직과 프로젝트 목표를 바탕으로 정의되

고 공유되어야 한다. 통상적인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다.

<그림 5-1> 프로젝트 조직과 이해관계자 

 •프로젝트 스폰서

 •프로젝트 거버넌스(프로젝트 추진위원회 또는 이사회)

 •프로젝트 조직(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관리 팀, 프로젝트 팀)

 •고객사 또는 발주처 

 •공급자 

 •프로젝트관리 오피스(PMO: 거버넌스ㆍ표준화ㆍ프로젝트관리 교육ㆍ프로젝트 

기획ㆍ프로젝트 모니터링 등)

프로젝트관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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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프로젝트 조직(3.8)

 •규제기관

 •특정이익집단

 •재정공여자

 •비즈니스 파트너

 •팀원

 •기타 이해관계자 

  5.2 프로젝트 거버넌스(3.6)

  프로젝트 거버넌스는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프레임워크로서 프로젝트 활동

뿐만 아니라 연관된 조직 거버넌스 분야를 포함한다. 프로젝트 거버넌스에 포함할 

수 있는 주제그룹은 다음과 같다.

  •관리 체계 정의

  •사용할 방침, 프로세스, 방법론 

  •의사결정 권한의 한계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의무

  •현안 또는 리스크의 보고 및 단계적 확대와 같은 상호 작용

  한편, 적절한 프로젝트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책임은 대개 프로젝트 스폰서 또는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 배정되며,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스폰서, 프로젝트를 인가 

  •경영상의 결정

  •프로젝트 관리자 권한 밖의 문제와 분쟁 해결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및 프로젝트 상위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프

로젝트에 기여 

  5.3 프로젝트 조직(3.8)

  프로젝트 조직은 일시적인 체계로써 프로젝트 역할･책임･권한 수준과 영역을 정

의하여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모두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조직은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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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이해관계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상업적 계약(Commercial)이나 기타 협약에 

따라 좌우되며 프로젝트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표 5-1> 프로젝트 조직

프로젝트 조직 역할과 책임

∙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활동을 이끌고 관리자로서 프로젝트 완료에 대
한 책임

∙ 프로젝트관리 팀 프로젝트 관리자 지원

∙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활동 수행

  5.4 프로젝트 인력의 역량(3.9)

  프로젝트 인력은 프로젝트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프로젝트관리 원칙과 프

로세스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각 프로젝트 팀은 프로젝트 인도물을 제공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역량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팀은 가용 

역량과 요구 역량간 차이에서 오는 리스크를 다루어야 한다. 역량 수준은 조직 내･
외부 교육훈련, 코칭, 멘토링 등 전문적 역량개발 프로세스를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관리 역량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5-2> 프로젝트 인력의 역량 범주 

역량 범주 내 용 

∙ 기술적 역량 체계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

∙ 행동 역량 프로젝트 영역 내 인적관계를 포함한 역량

∙ 관계적 역량 조직환경과 외부환경 내 프로젝트관리와 관련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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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환경과 제약(3.5, 3.11)

6 프로젝트 환경과 제약(3.5, 3.11)

  6.1 프로젝트 환경(3.5)

  프로젝트 환경은 조직 외부 요인과 조직 내부 요인으로 구분되며, 프로젝트 성과

와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조직 외부 요인

으로는 사회, 경제, 지리, 정치, 규제, 기술, 생태계 등이 있으며, 프로젝트에 제약

이나 리스크를 주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자의 통제 밖에 있지만 고려되어야 한다. 

조직 내부 요인으로는 전략, 기술, 프로세스관리 성숙도, 자원 가용성, 조직 문화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2 프로젝트 제약사항(3.11)

  프로젝트 제약사항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대체로 상호 의존적임

  •프로젝트 관리자는 특정 제약과 다른 제약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함 

  •프로젝트 인도물은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범위･품질･일정･자
원･원가와 같은 제약과 관련됨 

  •한 가지 제약이 변경되면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제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제약은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제약에 관하여 주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면 프로젝트 

성공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됨

  프로젝트 제약사항에 해당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프로젝트 기간 또는 목표일

  •프로젝트 예산 가용성

  •인력･시설･장비･자재･사회기반시설･도구･프로젝트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프

로젝트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타 자원 등의 프로젝트 자원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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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의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요소

  •수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사회적 또는 생태적 영향

  •법, 규정, 기타 법률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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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환경과 제약(3.5, 3.11)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7 ISO 21500의 주제그룹과 프로세스 그룹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관계는 무엇인가요?

 ISO 21500의 주제그룹(Subject Group)은 프로젝트관리의 영역을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이며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39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이 영역은 통합(Integration), 이해관계자(Stakeholder), 범위(Scope), 자원

(Resource), 시간(Time), 원가(Cost), 리스크(Risk), 품질(Quality), 조달

(Procur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등 10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각 

주제그룹은 2~7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그룹은 프로세스를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착수(Initiating), 기획

(Planning), 이행(Implementing), 통제(Controlling) 및 종료(Closing)등 5 단계로 

구분한 것이며 39개의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착수단계에서 시작되어 종료단계에 끝이 나게 되며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이러

한 5가지의 프로세스 그룹의 39개 프로세스가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유지하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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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4.1, 4.2)

  7.1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의 적용(4.1)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는 모든 조직의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프로젝트관리는 조

정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와 적절하게 연결되어 사

용되어야 한다. 일부 프로세스는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정의하여 만족시

키고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반복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와 프로세스를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젝

트 및 조직 요구에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프로세스를 모든 프로젝트 또는 프

로젝트 단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프로세스가 적합한지, 각 

프로세스에 적용되어야 할 엄격 정도를 결정하여 각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단계

에 맞게 맞추어야 사용해야 한다. 

  7.2 프로세스 그룹과 주제 그룹(4.2)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그룹과 

프로세스 취합을 위한 주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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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표 7-1> 프로세스 및 주제그룹별 상호 참조 가능한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착수 기획 이행 통제 종료

통합
4.3.2 프로젝트 

헌장 개발
4.3.3 프로젝트 

계획 수립
4.3.4 프로젝트 

작업 지시

4.3.5 프로젝트 
작업 통제

4.3.6 변경 통제

4.3.7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

4.3.8 교훈 수집

이해관계자
4.3.9 이해관계자 

식별
4.3.10 이해관계자 

관리

범위

4.3.11 범위 정의
4.3.12 작업분류체계 

작성
4.3.13 활동 정의

4.3.14 범위 통제

자원
4.3.15 프로젝트 팀 

편성

4.3.16 자원 산정
4.3.17 프로젝트 

조직 정의

4.3.18 프로젝트 
팀 개발

4.3.19 자원 통제
4.3.20 프로젝트 

팀 관리

시간

4.3.21 활동 순서
4.3.22 활동 기간 

산정
4.3.23 일정 개발

4.3.24 일정 통제

원가
4.3.25 원가 산정
4.3.26 예산 편성

4.3.27 원가 통제

리스크
4.3.28 리스크 식별
4.3.29 리스크 평가

4.3.30 리스크 
대처

4.3.31 리스크 
통제

품질 4.3.32 품질 계획
4.3.33 품질 보증 

수행
4.3.34 품질 통제 

수행

조달 4.3.35 조달 계획
4.3.36 공급자 

선정
4.3.37 조달 관리

의사소통
4.3.38 의사소통 

계획
4.3.39 정보 배포

4.3.40 의사소통 
관리

주의 : 본 표의 목적은 활동 수행 순서를 시간적으로 명시하는데 있지 않고 주제그룹 그룹과 프로세스 그룹을 표로 나타내
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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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그룹간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4.2.2.7)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그룹간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프로세스 그룹은 착수 프로세스 그룹에서 시작하여 종료 프로세스 그룹으로 

끝난다. 

  •프로세스 그룹간 상호 의존성은 통제 프로세스 그룹이 다른 모든 프로세스 그

룹과 상호 작용할 것을 요구한다.

  •프로세스 그룹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 각 프로젝트 단계에서 

반복되며, 프로젝트 단계에 필요한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그룹의 전부 혹은 일

부일 수 있다.

  •프로세스간 상호 작용은 전부가 모든 프로젝트 단계 혹은 모든 프로젝트에 적

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프로세스 그룹의 프로세스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항상 동시에 중

첩되면서 상호 작용한다.

  •통제 프로세스 그룹을 제외하고, 다양한 프로세스 그룹은 각 프로세스 그룹 

내 개별 프로세스로 연결된다. 

  •통제 프로세스 그룹은 다른 프로세스 그룹과 연결되어 있지만, 통제 프로세스 

그룹은 프로젝트 전반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개별 프로세스 그룹도 통제하므

로 자립형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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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8 프로세스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중의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원하는 

제품이나 결과 또는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서로 연관된 처리나 

활동의 묶음이라 할 수 있고, 부연 설명하면 한 개 이상의 입력을 통해 가치 있

는 산출물을 제공하는 모든 관련 활동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프로세스는 창조적인 일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너무 경직하게 적용을 하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나온 

얘기일 것입니다. 過猶不及(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입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오히려 프로세스를 제대로 적용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하면서도 개개인들이 보다 커다란 범주 내에서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ISO 21500은 39개의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를 표준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 

니다. 39개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학습하여 필요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프로세스 

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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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세스(4.3)

  본 항목은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를 개요, 목적, 주요 투입물과 산출물 그리고 

방법으로 기술한다. 

8.1 프로젝트 헌장 개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

프로세스 명 프로젝트 헌장 개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작업 
기술서 계약
비즈니스 사례 또는 
과거 단계 문서

프로젝트
헌장 개발

프로젝트 
헌장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헌장 개발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

자의 요구사항과 기대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초기 요구사항을 문서화하는 프로세

스이다. 

◦ 프로젝트 관리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하기 전에 그

리고 반드시 기획을 시작하기 전에 선임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헌장은 프로젝트 활동

에 자원을 활용할 권한을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헌장 개발

에 프로젝트 관리자가 참여하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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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2) 프로세스의 목적

   프로젝트 헌장 개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 단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프로젝트 관리자를 임명하고 프로젝트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하며 

   •비즈니스 요구, 프로젝트 목적, 최종 인도물, 프로젝트 제약사항, 프로젝트의 

주요일정과 재정적 측면 등을 문서화 한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작업 기술서 

작업 기술서 (SOW, Statement Of Work)는 프로젝트의 결과로 만들어 내

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이다. 내부 프로젝트인 경우 비즈

니스 요구, 제품 또는 서비스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업 기술서가 작성된다. 외

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고객의 제안 요청서, 정보 요청서, 입찰 요청서 등과 

같은 입찰문서 또는 계약 서류의 일부로 작업 기술서를 작성 한다. 

  ② 계약: 계약은 외부 고객을 위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투입물이다.

  ③ 비즈니스 사례 또는 과거 단계 문서: 비즈니스 사례 또는 과거 단계 문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프로젝트가 필요한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 프로젝트인 경우 요청 조직 또는 고객이 비즈니스 사

례를 작성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 사례는 다음과 같은 요인의 결과로서 만들

어진다.

    •시장 수요(예: 자동차 회사에서 휘발유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연료 절약형 

자동차를 생산하는 프로젝트 승인)

    •조직의 요구(예: 교육 관련 회사에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교육 과정을 신

설하는 프로젝트 승인)

    •고객 요청(예: 전기 회사에서 새 산업 단지를 지원할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

로젝트 승인)

    •기술 진보(예: 전자 제품 회사에서 컴퓨터 메모리 및 전자 기술 발전 이후 

더 작고 빠르고 값싼 랩탑 컴퓨터를 개발하는 새 프로젝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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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규제(예: 페인트 제조업체에서 독성 물질을 취급하기 위한 지침을 마

련하는 프로젝트 승인)

    •생태학적 영향(예: 회사에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이는 프로젝트 수행)

    •사회적 요구(예: 개발도상국의 비정부 조직에서 콜레라 전염률이 높은 지역

사회에 휴대용 정수기, 화장실, 위생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승인)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헌장은 비즈니스 요구, 현재 파악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기술한 문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프로젝트의 목적 또는 정당한 사유

    •측정 가능한 프로젝트 목표 및 관련된 성공 기준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 프로젝트 설명, 리스크

    •마일스톤 요약 일정

    •예산 요약

    •프로젝트 승인 요구사항

    •선임된 프로젝트 관리자 및 책임사항 및 권한 수준

    •프로젝트 헌장을 승인하는 스폰서 또는 기타 주체의 이름과 권한

(5) 헌장 개발 방법  

  ① 전문가 판단 

전문가 판단은 대개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투입물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전문가의 판단과 지식이 세부사

항에 적용되며 이러한 전문성은 전문 지식을 갖추었거나 교육을 받은 그룹 

또는 개인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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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8.2 프로젝트 계획 수립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

프로세스 명 프로젝트 계획 수립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헌장

부수적인 계획서

과거 프로젝트 교훈

비즈니스 사례

승인된 변경

4.3.17
프로젝트 조직 정의

조달 계획

프로젝트
작업지시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계획서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수행, 관찰, 통제 되는지를 정의한 문서이다. 프

로젝트 계획서는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될 수도 있고, 리스크 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 

관리 계획서와 같은 부수적인 계획서를 통하여 프로젝트 일부에 적용될 수도 있다. 

◦ 프로젝트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계획서와 프로젝트관리 계획서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계획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선 즉, 범위, 품질, 일정, 원가, 자원, 

리스크에 관한 기준선을 포함 한다 

◦ 전형적으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는 역할, 책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절차, 

이슈, 변경 관리, 일정, 원가, 의사소통, 형상 관리, 품질, 건강, 환경, 안전, 그리고 필요

한 다른 주제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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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의 목적

   프로젝트 계획 수립의 목적은 다음의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수행 배경과 이유

    •프로젝트 수행주제 및 참여자와 최종 산출물 

    •프로젝트의 수행방법

    •프로젝트 소요기간 및 비용

    •프로젝트 계획과 이행 통제의 방법

  프로젝트 계획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서 즉, 범위, 품질, 일정, 원

가, 자원, 리스크에 관한 기준선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계획서 전 부분은 일관되고 

충분히 통합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계획서는 관련 있는 모든 프로젝트 기획 프로세

스의 산출물과 프로젝트를 수행, 통제, 종료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노력을 정의, 

통합, 조정에 필요한 활동을 포함해야 하며 프로젝트 계획서의 내용은 프로젝트의 

적용 분야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헌장:  4.3.2 내용 설명 참조

  ② 부수적인 계획서: 4.3.3 부터 4.3.38까지 설명하는 많은 기획 프로세스의 산

출물들을 통합하여 프로젝트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지며 이 내용은 전체 프로

젝트 계획서 개발에 중요한 입력물이 된다. 또한 다른 기획 프로세스의 산출

물인 모든 기준선과 보조 관리 계획서들이 이 프로세스의 투입물이 된다. 관

련 문서들의 갱신 결과로 인해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의 갱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③ 과거 프로젝트 교훈:  4.3.8 내용 참조 

  ④ 비즈니스 사례:  4.3.2 주요 입력물 내용 참조

  ⑤ 승인된 변경: 문서화된 모든 변경 요청은 프로젝트관리 팀 또는 외부 조직의 

해당 권한 보유자가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한다. 필요하면 언제나  변경통제위

원회(CCB, Change Control Board)가 관여한다.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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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경 통제절차에 명확히 정의하여 해당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는다. 대

규모 조직은 대개 위원회가 여러 계층 구조이며, 각 계층 위원회마다 별도의 

책임이 주어진다. 계약 아래 진행되는 프로젝트일 때는 계약에 따라, 제안된 

변경에 대해 고객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3)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 계획서는 일관되고 충분히 통합되어야 하며 관련 있는 모든 프로젝

트 기획 프로세스의 산출물과 프로젝트를 수행, 통제, 종료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노력을 정의, 통합, 조정에 필요한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프로젝트 계

획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품질, 일정, 원가, 자원, 리스크에 

관한 기준선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계획서는 적절한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을 통하여 수행 조

직의 재량에 따라 상세한 문서 또는 범위 계획 및 일정과 같은 적절한 부수적

인 계획을 참고하는 요약 수준의 문서일 수도 있다. 만약 요약 수준의 프로젝

트 계획서가 사용된다면, 개별 부수적인 계획이 어떻게 통합되고 조정될 것

인지를 기술해야 한다. 

프로젝트 계획서는 항상 갱신되어야 하고,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위 수준의 계획서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 프로세스는 점진적으로 범위, 예산, 자원, 일정, 그리고 다른 

항목에 대한 초기 상위수준 할당 계획을 보다 상세하고 엄격하게 할당된 작

업패키지로 보완해 간다. 이 작업패키지는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처 가능한 

필요한 수준의 관리 통찰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② 프로젝트관리 계획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는 기획 프로세스에서 작성된 모든 보조 관리 계획서와 

기준을 모아서 통합한다. 다음은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의 일

부 예이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생애 주기와 각 단계에 적용할 프로세스



34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관리 팀에 의해 조정된 작업 결과물

      ▷ 프로젝트관리 팀에서 선정한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 선정한 각 프로세스의 구현 수준

      ▷ 프로세스를 완수하는 데 사용할 도구 및 기법에 대한 설명

      ▷ 특정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선정된 프로세스 사용 방법. 선정된 프

로세스간의 의존성과 상호작용, 필수적인 투입물과 산출물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

    •변경을 모니터링 및 통제할 방법을 문서화한 변경 관리 계획서

    •형상 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문서화한 형상 관리 계획서

    •성과 측정 기준선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방법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사소통 요구 및 방법

    •공개된 이슈 및 보류 중인 결정사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내용, 범위, 시기 

등에 대한 핵심 관리진 검토

  프로젝트관리 계획서는 요약 또는 상세한 수준일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보조 계

획서로 구성될 수 있다. 각 보조 계획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도로 상세히 

기술한다.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의 기준선이 설정된 후에는 변경 요청이 제기될 때 

통합 변경 통제 수행 프로세스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5) 프로젝트 계획서 개발 방법

  ① 전문가 판단: 프로젝트 계획서를 개발할 때 다음과 같은 작업에 전문가 판단

이 활용된다.

    •프로젝트 요구에 맞도록 프로세스 조정

    •프로젝트 계획서에 포함시킬 기술 및 관리 세부사항 개발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기량 수준 결정

    •프로젝트에 적용할 형상 관리 수준 정의

    •공식적인 변경 통제 프로세스에 포함시킬 프로젝트 문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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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프로젝트 작업 지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4

프로세스 명 프로젝트 작업 지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승인된 변경

진척 데이터

이슈 기록부

교훈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실행 지시 및 관리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관리 계획

서에 정의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이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관리 팀과 협

력하여 계획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젝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술적, 조직적 인터페이스를 관리한다. 

◦ 프로젝트 작업 지시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적용 영역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 인도물은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에 계획된 프로젝트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산출물로서 산출되며 인도물의 완료 상태와 완수한 결과물에 대한 작업 성

과정보는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수집하여 성과보고 프로세스에 입력된다. 작업성과 

정보는 통제 프로세스 그룹의 투입물로도 사용된다.

◦ 프로젝트 작업 지시 프로세스에서는 승인된 변경사항도 구현해야 하며 이는 시정조치, 

예방조치, 결함수정 등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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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의 목적

  프로젝트 작업 지시의 목적은 승인된 프로젝트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프로

젝트 계획서에 수립한 계획대로 작업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작업 지시

는 프로젝트 팀에 의해 수행된 작업이 후속 프로젝트 작업 또는 최종 프로젝트 인

도물에 통합되도록 하는 프로젝트 스폰서,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관리 팀, 프

로젝트 팀간 관리 인터페이스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서:  4.3.3 주요 출력물 내용 참조

  ② 승인된 변경: 4.3.2 주요 입력물 내용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진척 정보

프로젝트 활동으로부터 인도물 상태, 일정 진행률, 비용발생 등과 같은 진척 

정보가 수집된다. 작업성과 측정치는 예정 진행률 대비 실제 진행률을 평가

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지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다음은 포함되는 일

부 지표의 예이다.

    •계획 대비 실제 일정 성과

    •계획 대비 실제 원가 성과

    •계획 대비 실제 기술적 성과

  ② 이슈 기록부

프로젝트 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한다. 이슈 기록부는 목표일까

지 특정 이슈를 해결할 책임자를 명시하고 진행을 감시하는 데 유용하게 사

용된다. 이슈 해결을 통해 팀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제

거한다.

이슈 기록부 또는 이슈 조치항목 기록부는 이슈 해결책을 문서화하고 모니터

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슈는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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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팀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유익하고 건설적인 작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리된다. 이슈는 명

확히 설명되어야 하며 긴급성과 잠재적 영향에 따라 분류된다. 해결을 취한 

조치 항목에 책임자가 배정되고, 보통 종결 목표 날짜가 설정된다. 미해결 이

슈는 갈등 및 프로젝트 지연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③ 교훈: 4.3.8 교훈수집 프로세스 내용 참조

(4)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방법

  ① 전문가 판단 

전문가 판단은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의 실행 지시 및 관리에 필요한 투입물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이 프로세스 동안 전문가의 판단과 지식이 모든 기술 

및 관리 세부사항에 적용된다. 이러한 전문성은 프로젝트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 팀의 전문지식 전수와 훈련을 통해 제공되며 다양한 출처에서 그 밖에 

전문지식도 구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관리 정보 시스템(PMIS)

기업 환경 요인의 일부인 프로젝트관리 정보 시스템(PMIS)을 통해 일정관리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시스템, 정보 수집 및 배포 시스템과 같은 자동 실행 

도구 또는 프로젝트 실행 지시 및 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타 온라인 시스템

에 대한 웹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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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프로젝트 작업 통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5

프로세스 명 프로젝트 작업 통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진척 데이터

품질통제 측정값

리스크 관리대장

이슈 기록부

변경요청서

진척보고서

프로젝트완료

보고서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작업 통제는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에 정의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

젝트 진행을 추적하고, 검토하고, 조정하는 프로세스이다. 진도 측정 및 상태보고 등의 

활동이 프로세스에 포함된다. 성과 보고서는 범위, 일정, 원가, 자원, 품질, 리스크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통제 활동에는 시정 또는 예방 조치의 결정, 재 기획, 수행한 조치가 성과문제를 해결

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조치 계획에 대한 사후 활동이 포함된다. 프로젝트 작업

통제 프로세스와 관계가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와 대비한 실제 프로젝트 성과 비교

   - 상태 보고, 진행률 측정 및 예측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

   - 현재 원가 및 일정 정보를 갱신할 예측 자료 제공

   - 승인된 변경이 발생할 때 변경사항의 구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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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2) 프로세스의 목적

  프로젝트 작업 통제의 목적은 프로젝트 계획서에 따라 통합적인 방식으로 프로

젝트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며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와 대비한 실제 프로젝트 성과 

비교와 상태 보고, 진행률 측정 및 예측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서:  4.3.3 주요 산출물 내용 참조 

  ② 진척 데이터: 4.3.4 주요 산출물 내용 참조

  ③ 품질 통제 측정값: 문서화 된 품질 통제 활동 측정 결과치

  ④ 리스크 관리대장: 리스크 식별 작업의 결과와 각 리스크 별 분석결과 및 대응

책의 목록이 정리된 자료이다.   

  ⑤ 이슈 기록부: 분쟁 또는 질의 대상이 되는 쟁점이나 문제 또는 미해결 상태에

서 논의 중이거나 상반되는 견해나 의견 차이를 보이는 쟁점 또는 문제들을 

정리한 문서.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변경요청서: 계획한 결과를 실제 결과와 비교한 결과, 프로젝트 또는 제품 범

위의 확대, 조정 또는 축소해야 하는 변경 요청이 발행될 수 있다. 변경에 의

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프로젝트 문서, 제품 인도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변경요청서는 시정조치, 예방조치, 결함수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진척보고서: 프로젝트의 진척에 따라 발생된 진척 정보와 기준선 정보를 포

함하여 현재의 프로젝트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상세도가 달라 질 수 있다.

  ③ 프로젝트 완료보고서: 프로젝트나 단계의 완료 또는 운영 그룹이나 다음 단

계 등의 다른 곳으로 프로젝트 또는 단계의 인도물 인계를 명시하는 공식적

인 문서들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 문서이다. 프로젝트 종료 과

정에서 프로젝트를 종결하기에 앞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단계 문서, 범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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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고객 인수문서, 계약서(해당될 경우)를 검토하여 모든 프로젝트 요구

사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종결된 경우, 공

식문서를 통해 프로젝트의 종결 사유를 밝히고 취소된 프로젝트에서 완료된 

인도물과 미완성 인도물의 공식적인 인계절차를 명시한다.

(5) 프로젝트 작업 통제 방법

  ① 전문가 판단: 프로젝트관리 팀이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서 제공된 정보를 

해석하는데 전문가 판단이 활용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관리 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성과를 기대치에 부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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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9 ISO 21500 표준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가요?

 요즘 해외여행을 할 때 국내에서 쓰는 휴대폰이 자동로밍으로 전환되어 국

내외 누구와도 불편 없이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통신관련 표준 규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

다. 이렇듯 표준의 이점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프로젝트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

다. 여러 가지 생각과 언어와 관습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프로

젝트 팀에 합류가 되어도 용어와 개념 또는 접근방법들이 상이하여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실패의 단초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프

로젝트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

도가 높은 경제 체제에서의 국제표준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로

젝트 산업인 해외건설, 조선 중공업, 시스템 통합사업 등은 국제표준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 와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의 국제표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표준은 기술표준과는 달리 조직 내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필요

하므로 경영층부터 프로젝트 관리자 그리고 프로젝트 팀원이 이르기 까지 조직 

전체가 이러한 표준에 익숙해지도록 교육과 제도화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

를 통해서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조직 전체의 프로젝트 역량이 향상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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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변경 통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6

프로세스 명 변경 통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변경 요청서

승인된 변경

변경 등록부

프로세스 개요

◦ 변경 통제 수행은 모든 변경 요청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인도물, 조직프로세

스 자산, 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이다. 

◦ 변경 통제 수행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착수부터 완료까지 전체 과정에서 수행되며 프로

젝트관리 계획서,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 기타 인도물 들은 세심하고 지속적인 변경 관

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변경 거부 또는 변경 승인을 통해 승인된 변경만을 개정된 기

준선에 통합한다.

◦ 문서화된 모든 변경 요청은 해당 권한 보유자가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한다. 수많은 프로

젝트에서, 프로젝트의 역할 및 책임사항 기술 문서에 정의된 대로 일정한 유형의 변경 

요청을 승인할 권한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부여된다. 필요하면 언제나 통합 변경 통

제 수행 프로세스에 변경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할 책임을 지는 변경통제위원회(CCB, 

Change Control Board)가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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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2) 프로세스의 목적

  변경 통제의 목적은 프로젝트 및 인도물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고, 후속적인 작업 

시행 전에 변경의 채택 또는 거부를 공식화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기간 전체를 통하여 변경 관리대장에 변경 요청을 기록하고, 변경 요청

에 대한 편익, 범위, 자원, 시간, 원가, 품질,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하고, 영향을 

파악하고, 시행 전에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변경 요청은 영향 평가 관점에서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단 변경이 승인되면 프로젝트 문서를 적절하게 갱신

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결정은 이행을 위해서 관련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의사소

통 되어야 한다. 인도물의 변경은 형상관리와 같은 절차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서: 4.3.3 주요 산출물 내용 참조

  ② 변경 요청서: 4.3.5 주요 산출물 내용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승인된 변경: 4.3.3 주요 입력물 참조

  ② 변경 등록부: 변경 요청 내용과 조치내용을 기록한 문서. 변경요청 일자, 요

청자, 요청내용, 부수적인 정보,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 한다.

(5) 변경 통제 방법

  ① 전문가 판단

프로젝트관리 팀의 전문가 판단 외에, 이해관계자에게도 전문 지식을 문의하

고 변경통제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 동안 전문가

의 판단과 지식이 모든 기술 및 관리 세부사항에 적용 되는데,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전문가 판단을 제공받게 된다.

    •컨설턴트

    •고객 또는 스폰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기술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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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단체

    •해당 주제 전문가

    •프로젝트관리 오피스(PMO)

  ② 변경 통제 회의

변경통제위원회는 변경 요청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을 책임진

다.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사항은 명확히 정의하여 해당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는다. 변경통제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문서화하여 정보 제공 및 후속 조치

를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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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8.6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7

프로세스 명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진척보고

계약서류

프로젝트 완료 보고

서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
교훈 수집

완료된 조달
프로젝트 
종료보고 
또는 단계 
종료보고
자원방출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는 프로젝트나 단계를 공식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전

체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그룹에 속한 모든 활동을 종결하는 프로세스이다. 

◦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전 단계가 종료되었고 인도된 모든 과거 

정보를 검토하여 모든 프로젝트 작업이 완료되었고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

인한다. 프로젝트 범위는 프로젝트관리 계획서를 기준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의 종료를 고려하기 전에 계획서를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완료를 확

인한다. 

◦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 프로세스에서는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종료하

는 경우에 취한 조치의 사유를 조사하여 문서화하는 절차도 수립한다. 여기에는 프로

젝트 또는 단계의 행정적 종료에 필요한 모든 활동, 그리고 이에 대한 단계별 방법론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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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의 목적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의 목적은 프로젝트 단계 종료나 프로젝트의 종료

를 위한 프로젝트 프로세스 및 활동 전부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모든 프로

세스 및 활동 완료는 프로젝트 단계별 인도물 또는 프로젝트 인도물의 전달 여부와 구

체적인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의 완료 또는 완료 이전 종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프로젝트 문서는 관할 기준에 따라 수집, 보관 하여야 하고 모든 프로젝트 

인력과 기타 자원은 타 프로젝트로 방출되어야 한다.

  고객이 더 이상 프로젝트 인도물을 요구하지 않거나 일부 또는 전체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완료 이전에 프로젝트를 종결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고객에게 전달할 인도물이 없어도 프로젝트 종결은 프

로젝트 완료와 같은 활동으로 구성된다. 종결된 프로젝트의 문서 일체는 조직 요구

사항에 따라 수집, 보관 하여야 한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진척보고: 4.3.5 주요 출력물 내용 참조

  ② 계약서류: 4.3.2 주요 입력물 내용 참조

  ③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 4.3.5 주요 출력물 내용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완료된 조달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조달 관리자를 통해 계약이 완료되었음

을 알리는 공식적인 통지서를 판매자에게 전달한다. 공식적인 조달 종료 요

구사항은 대개 계약서의 약관 및 조항에 정의되며, 조달 관리 계획서에 포함

된다.

  ②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보고: 4.3.5 주요 출력물 참조

  ③ 자원 방출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와 더불어 투입된 인력 또는 장비 등의 자원

은 다른 프로젝트 또는 자원 저장 장소로 방출되어 다음 프로젝트를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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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 방법

  ① 전문가 판단 

전문가 판단은 행정적 종료 활동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 전문가들이 프로젝

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가 해당 표준에 따라 수행되도록 통제한다.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10 ISO 21500 표준을 조직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

한가요?

새로운 표준, 절차, 방법론을 조직에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정

말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들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프로젝트라 하면 조직에다 이 표준을 적용하는 것도 프로젝트로서 접근해

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ISO 21500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왜 이 표준을 사용하려 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목적과 목표, 주

요 인도물, 제약사항 및 성숙도를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목표에 

맞춘 세심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히 생각해야 할 것은 주요 인도물로서 필요한 것 중에 모든 사람들

이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는 조직 내의 프로세스 개발과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이 사

람을 바꾸는 것이 변화관리입니다. 프로젝트관리를 조직 내에 적용한다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므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의 형성

과 뚜렷한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조직장(組織長)의 강력한 지원

이 있다면 금상첨화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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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교훈 수집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8

프로세스 명 교훈 수집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진척 보고서

승인된 변경

교훈

이슈 기록부

리스크 등록대장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
교훈 수집

교훈 문서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종료 프로세스에 이어 교훈 수집 프로세스에서는 프로젝

트의 선례 정보와 교훈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프로젝트 또는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훈 지식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송된다. 여기에는 이슈와 리스크, 향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프로젝트 팀 및 주요 이해관계자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관리적, 

프로세스적 측면에서 이슈 및 개선사항을 파악한다. 이슈 및 개선사항은 전체 프로젝

트에 걸쳐 취합, 집대성, 공식화, 저장, 회람 및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슈 및 개선사항은 매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마다 산출물로 나타나고 프

로젝트 계획을 개정할 경우 인도물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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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의 목적

  교훈 수집의 목적은 현재 및 향후 프로젝트 편익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경험을 수렴하는데 있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서: 4.3.3 주요 산출물 내용 참조

  ② 진척 보고서: 4.3.5 주요 산출물 내용 참조

  ③ 승인된 변경: 4.3.3 주요 입력물 내용 참조

  ④ 교훈: 4.3.4 주요 출력물 내용 참조

  ⑤ 이슈 기록부: 4.3.4 주요 출력물 내용 참조

  ⑥ 리스크 등록대장: 4.3.5 주요 입력물 내용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교훈문서

식별된 리스크와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한 리스크, 직면한 이슈의 원인분석, 

채택된 시정조치를 뒷받침하는 근거, 이해관계자관리에 관한 기타 유형의 교

훈을 정리한 문서, 습득한 교훈은 문서화하여 배포함으로써 프로젝트와 수행 

조직의 선례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활용한다.

(5) 교훈 수집 방법

  ①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②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교훈을 수집한다.

  ③ 워크샵을 통하여 프로젝트 팀원이 모여 각자 의견을 발표하여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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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이해관계자 식별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9

프로세스 명 이해관계자 식별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조직도
프로젝트 팀
편성

범위 정의 이해관계자

등록대장

프로세스 개요

◦ 이해관계자 식별은 프로젝트 수행에 우호적인 이해관계자로부터는 도움을 받고 비우

호적인 이해관계자가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이해관계자 식별은 프로젝트 초기에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들의 이해사항, 

기대사항, 관여도, 프로젝트의 성공에 미치는 중요도 및 영향력에 관한 정보 등을 문서

화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기여한다. 

◦ 이해관계자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와 인도물, 프로젝트 

팀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 식별은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조

직도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분석, 전문가 판단  등을 도구로 삼고, 이해관계자 등

록대장을 결과물로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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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① 이해관계자 식별 목적

이해관계자 식별의 목적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및 개입에 관련된 정보를 문서화 하

는 데 있다. 

  ② 이해관계자 정의    

이해관계자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프로젝트의 성과 또는 완료 

결과에 직접, 간접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이다. 주요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다.

    •사내: 경영층, 프로젝트 스폰서 / 관리자 / 팀원, 프로젝트관리 오피스(PMO), 

부서장, 사내 고객, 정보시스템 부문 관리자

    •사외: 외부고객, 투자자 및 발주자, 공급업체 또는 계약자, 외부 컨설턴트, 

프로젝트 팀 구성원의 가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언론 매체, 일반 시민 

및 지역사회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헌장은 새로운 프로젝트 착수를 공식 승인하는 문서

이며,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거나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 받는 이해관계자들

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사항을 담고 있으며, 프로젝트 헌장을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자와 프로젝트 팀원의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식별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 조직도: 프로젝트 조직도는 미리 결정된 프로젝트 조직형태를 기초

로 하여 프로젝트 관리자를 정점으로 하여 프로젝트 팀과 그들의 보고체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직형태는 기능적 조직, 프로젝트식 조직, 

매트릭스 조직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조직은 한시적인 조직체계로 프로젝

트 역할･책임･권한 수준과 영역을 정의하여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모두와 공

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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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이해관계자 등록대장: 이해관계자 식별 프로세스의 주요한 산출물이며, 여기

에는 식별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모든 상세 정보가 기술된다.

    •신원 식별 정보: 이름, 직위, 프로젝트에서 배정된 역할, 연락처 

    •정보 평가: 프로젝트의 주요 요구사항, 기대사항, 잠재적 영향, 생애 주기에

서 최대 이해 관계의 단계

    •이해관계자 분류: 내부 / 외부, 후원자 / 중립자 / 반대자 등

(5) 이해관계자 식별 방법

  ①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은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영향을 주고 받는 이해관계자들을  

결정하기 위해 정성적 및 정량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

세스이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기

대수준 및 영향력 등을 파악한다.  

    •1단계: 모든 중요한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들의 역할, 

부서, 관심사항, 지식수준, 기대사항 및 영향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2단계: 각 이해관계자의 잠재적 영향력 또는 지원 범위를 식별하여 분류한

다. 이해관계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권력 수준(높, 낮), 영향력

(긍정, 부정),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상, 하), 프로젝트 참여도(상, 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순위를 정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

자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 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3단계: 2단계에서 수립한 전략을 실행함과 동시에 핵심주요 이해관계자들

이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젝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는 계획이나 방법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문가 판단

모든 이해관계자를 빠짐없이 식별하여 명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53

프로세스(4.3)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그들의 판단력과 전문

성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조직내부의 다른 부서장, 주요 

이해관계자, 동일한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행경력이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 

해당 분야나 단체의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의 전문적 판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미팅, 면담 등을 실시하거나 핵심그룹에 대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도 전문가 판단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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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이해관계자 관리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10

프로세스 명 이해관계자 관리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이해관계자

등록대장

프로젝트 계획서

변경요청서

프로세스 개요

◦ 이해관계자 관리는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성과 또는 혜택과 리스크를 이해토록 

지원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어 프로젝트 결정사항에 

따른 리스크 평가에 일조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예

상하여 지원을 끌어내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 관리 프로세스는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파악하고 이슈를 해결하는 것과 같

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해관계자 관리는 이해관계자 등록대장, 프로젝트 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방법, 대인관계기술, 관리 역량 등을 도구로 삼고, 변경요청서를 결

과물로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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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이해관계자 관리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충족시켜 주고, 우려  사

항을 완화시켜 주고, 이슈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과 기대사항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니즈에 맞추어 관심을 기울이고 후원하

며,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혜택 및 장점과 리스크를 이해하도록 지원함으로

써 프로젝트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이해관계자 등록대장: 이해관계자 등록대장은 프로젝트관련 이해관계자들을 

기록한 명부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 의사소통에 포함되었는지를 확

인하는데 사용된다. 이해관계자 등록대장에는 성명,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요구사항, 기대사항, 영향정도, 특징분류 등을 포함한다.

  ②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 관리계획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범위, 전제사항, 제약사항을 규정하고 범위, 품질, 납기, 원가의 관

점에서 프로젝트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준선을 

작성하고 프로젝트의 상황파악과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틀

을 설정하고, 프로젝트 범위와 성과물, 대상업무의 범위, 기능, 성능 등을 규

정한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변경요청서: 이해관계자 기대사항 관리 결과로 제품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변경요청이 발생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시정 또는 예방조치도 여기에 포함

될 수 있다.

(5) 이해관계자 관리 방법

  ① 의사소통방법: 프로젝트 제반 활동에 대한 정보의 생성, 수집, 배포, 검색, 

최종 처리 등이 적시에 적절히 수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별로 식별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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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 포함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대인관계기술: 대인관계기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신뢰구축, 갈등해결, 적극적인 경청 및 배려, 설득, 동기부여, 변경

에 대한 저항극복 등과 같은 대인관계기술을 이해관계자 관리에 활용한다. 

  ③ 관리역량: 관리란 개인의 노력 한계를 초월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

단이다. 관리역량이란 범위, 일정, 원가, 품질 등 프로젝트관리 영역에서 2명 

이상의 프로젝트 팀원들로 구성된 그룹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 및 융화시킬 

목적으로 그룹을 통제 및 지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이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관리역량에는 발표, 협상, 문서작성, 공개연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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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범위 정의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11

프로세스 명 범위 정의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헌장

승인된 변경
범위 정의

범위 기술서

요구사항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범위의 정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어떻게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기여하는가

를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다.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는 향후 프로젝트 결정의 바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중요성 및 편익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된다. 

◦ 범위 정의는 프로젝트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이다. 범위 정

의는 프로젝트 헌장, 승인된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판단, 제품분석, 대안식별, 심

층워크샵 등을 도구로 삼고, 범위 기술서, 요구사항 등을 결과물로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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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범위 정의의 목적은 프로젝트 최종 상태를 정의함으로써 목적, 인도물, 요구사항 

및 영역 등 프로젝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프

로젝트 산출물에 포함시킬 사항과 제외시킬 사항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헌장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프로

젝트의 상위 수준(개략적)에 관련된 내용과 프로젝트 승인 요구사항을 기술

한 문서이다. 프로젝트 헌장이 승인되는 시점이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

되는 시점이 된다. 프로젝트 헌장은 4.3.9에서 설명하였다. 

  ② 승인된 변경: 고객의 요구사항, 외부 환경변화, 범위 누락 또는 재정의, 기술

발전 등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범위 변경의 경우 그 

영향력을 평가하여 범위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

쳐 프로젝트 범위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는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범위 변경은 품질관리, 일정관리, 재

무관리는 물론 기타 다른 기능들과 연계되고 범위 기술서, WBS, 범위 기준

선 등의 변경도 수반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범위 기술서: 범위 기술서는 프로젝트에서 내 외부 고객에게 전달할 인도물

과 인도물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이다. 범위 기술

서에는 프로젝트 목표와 범위, 프로젝트 산출물의 범위와 인수기준, 프로젝

트 요구사항이나 구체적인 전제조건, 프로젝트 제외사항 및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다. 범위 기술서는 이행단계에서 프로젝트 팀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

고, 프로젝트 목적과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프로

젝트관리 및 성과측정 시 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범위 기술서에 수행할 

작업과 제외시킬 작업을 명확히 규정할 경우 프로젝트 수행중에 예상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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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이나 불필요한 혼란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② 요구사항: 요구사항 문서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기록한 것이며, 개별 요구사항이 어떻게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요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성공은 요구

사항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요구사항은 상위 

수준에서 시작하여 추가정보가 수집되면서 점점 구체화될 수 있다. 요구사항

은 고객이나 스폰서,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와 기대를 포함하며 프로젝트

가 시작된 이후에는 진척상황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선으

로 확정되려면 요구사항이 시험, 측정 및 추적 가능하고 수용 가능해야 한다. 

(4) 범위 정의 방법

  ① 전문가 판단: 4.3.9를 참고한다

  ② 제품분석: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서비스가 아닌 제품인 경우 제품분석이 프로

젝트 범위를 정의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제품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들로는 제품분해, 시스템분석, 요구사항분석, 시스템공학, 가

치공학, 가치분석 등이 있다.

  ③ 대안식별: 대안식별은 프로젝트 작업을 실행 및 수행하는 방법으로 다른 대

안 또는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기법이다. 다양한 일반경영기법이 사용되며,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브레인스토밍, 수평적 사고 등이 있다.   

  ④ 심층워크숍: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가 워크숍이란 수단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요

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워크숍은 다기능(Cross-Functional) 

요구 사항을 신속히 정의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견해를 

조정하는데 유용하다. 대화식으로 운영되는 심층토론 세션은 참여자간에 신

뢰를 증진하고, 협력관계를 조성하며,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때문

에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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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작업분류체계 작성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12

프로세스 명 작업분류체계 작성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요구사항

승인된 변경

작업분류체계

작업분류체계

목록

프로세스 개요

◦ 작업분류체계 작성은 프로젝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작업 완료에 필요한 업무를 보여 

주는 계층구조로 세분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작업분류체계 작성은 프

로젝트 산출물과 프로젝트 작업을 더 작고 관리 가능한 요소들로 세분하는 프로세스이

다. 예를 들어 작업분류체계는 프로젝트 단계, 주요 산출물, 직무분야 및 지역을 기준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작업분류체계의 작업 수준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프로젝트 작업 

내용은 더욱 상세하게 기록된다.

◦ 작업분류체계 작성은 프로젝트 계획서, 요구사항, 승인된 변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 분

할 등을 도구로 삼고, 작업분류체계, 작업분류 체계 목록을 결과물로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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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① 작업분류체계 정의의 목적은 프로젝트 팀에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

요한 산출물을 얻기 위해 실행할 작업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작업 패키지

에 반영하고, 최하위 수준의 작업분류체계(WBS) 구성요소의 일정계획 및 원

가 등이 제대로 설정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BS의 토대가 되는 요

구사항을 수집하고 고객의 기대치를 정의하며, 작업분류체계 및 작업분류체

계 목록을 완성해야 한다.   

  ② 작업분류체계 정의: 작업분류체계(WBS)란 프로젝트 팀에서 프로젝트 목표

를 달성하고 필요한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해 인도물과 실행작업들을 계층적

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WBS는 프로젝트 계획의 시발점이며 이후에 작성되

는 모든 상세계획과 계획조정의 기본이 된다. 또한 전체 프로젝트 범위의 이

해와 확인을 위해 자주 사용되며, WBS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은 프로젝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WBS는 보통 계층적인 구조로 표시되며 각각

의 항목에는 식별코드가 부여되는데, 이것들은 비용과 자원에 대한 계층적 

구조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작업 패키지는 WBS의 최하위에 있는 항목을 의

미하며, 작업 패키지의 일정을 계획하고, 원가를 산정하고, 모니터링 및 통제

를 위해 사용된다. 다음 그림은 소프트웨어 제품 출시 프로젝트의 WBS의 예

를 보여준다(출처: PMBOK® Guide).

교육 프로
그램 재료

교육 프로
그램 재료

교육 프로
그램 재료

교육 프로
그램 재료

<그림 8-1> 소프트웨어 제품 출시 프로젝트의 WBS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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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서: 4.3.10의 설명을 참고한다.  

  ② 요구사항: 4.3.11의 설명을 참고한다.  

  ③ 승인된 변경: 4.3.11의 설명을 참고한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작업분류체계: 작업분류체계(WBS)는 작업 패키지의 통제 단위를 설정하고 

통제 단위의 고유한 식별코드를 지정하여 완성한다. 이러한 식별코드가 원

가, 일정, 자원 정보의 간략한 계통 구조를 제공한다. 통제 단위는 성과 측정

을 목적으로 범위, 원가, 일정이 통합되고 획득가치와 비교되는 관리 통제점

이다. WBS에서 선정된 관리 지점에 통제 단위를 배치한다. 각 통제 단위에 

작업 패키지가 하나 이상 포함될 수 있지만 각 작업 패키지는 하나의 통제 

단위에만 연결해야 한다.

  ② 작업분류체계 사전: 작업분류체계(WBS) 사전은 작업분류체계를 뒷받침하는 

WBS 작성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문서를 의미하며, WBS의 구성요소(예: 

작업 패키지, 통제 단위)를 상세히 설명한다. 작업분류체계(WBS) 사전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관리 단위 식별코드, 작업 설명, 담당 조직, 일정 마일스톤 목록

    •연관된 일정 활동, 필요한 자원, 원가 산정치, 품질 요구사항

    •인수 기준, 기술 참고 문헌, 계약 정보 등

(5) 작업분류체계 작성 방법

  ① 분할: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젝트 작업과 인도물들을 단계적으로 점점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작업 패키지 수준으로 나누어 가는 과정을 분할이라고 한다. 

작업 패키지 수준은 작업분류체계(WBS)에서 최하위 단계의 수준이며, 작업

의 원가와 활동 기간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분할을 하는 이유는 프로젝트 산출물이 작을수록 프로젝트를 쉽게 다룰 수 

있고, 범위와 책임관계가 명확해지며, 추정과 성과 측정이 더 정확해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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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업무분장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작업 패키지의 상세 수준은 프

로젝트의 크기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프로젝트 작업을 작업 패키

지로 분할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은 작업 패키지 수준까지 분할

된 WBS의 예를 보여준다. 

    •프로젝트의 최종 산출물을 정의하고 관련 작업을 식별한다.  

    •상위 WBS 수준을 상세한 하위 수준 구성요소로 분할하고 식별 코드를 개발

하여 WBS 구성요소에 할당한다. 

    •작업이 구체적이고 충분히 상세한 수준으로 분할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상황

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주간 작업단위까지 분할한다.

<그림 8-2> 작업패키지 수준까지 분할된 WBS 예

  ② 분할 수준: 인도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작업 패키지 수준에 도달하기 위

해 다음 단계까지만 분할해야 하는 인도물이 있는가 하면, 여러 수준으로 추

가 분할해야 하는 인도물도 있다. 작업을 상세한 수준으로 분할할수록 작업

에 대한 계획, 관리 및 통제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하면 업무 

생산성, 자원 활용 및 작업 수행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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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활동 정의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13

프로세스 명 활동 정의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작업분류체계 

작업분류체계 목록 

프로젝트 계획서 

승인된 변경

활동 목록

프로세스 개요

◦ 활동 정의는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에 따라 달성해야 할 모든 활동을 식

별하고, 정의하고, 문서화 하는 것이다. 

◦ 프로젝트 작업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활동이라고 하는 더 작은 요소로 분할된다. 그러

므로 활동은 작업 패키지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활동은 프로젝트 작업의 산

정, 일정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통제 프로세스를 위한 기초가 된다. 

◦ 활동 정의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목표를 충족하도록 일정 활동을 정의하고 계획하는 일

을 포함한다. 활동 정의는 작업분류체계, 작업분류체계 사전, 프로젝트 계획서, 승인된 

변경 등을 고려하여, 분할, 연동기획, 탬플릿, 전문가 판단 등을 도구로 삼고, 활동 목록

을 결과물로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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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활동 정의는 프로젝트 팀원이 완료해야 하는 작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

로 작업범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활동 식별코드를 활동 목록에 기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작업분류체계: 4.3.12의 설명을 참고한다.

  ② 작업분류체계 사전: 4.3.12의 설명을 참고한다.

  ③ 프로젝트 계획서: 4.3.10의 설명을 참고한다.

  ④ 승인된 변경: 4.3.11의 설명을 참고한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활동 목록: 활동 목록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기록한 목록이다. 

프로젝트 팀원이 완료해야 할 작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이며, 활동 목록에는 상세히 설명한 작업범위와 활동 식별코드

가 포함된다.

(5) 활동 정의 방법

  ① 분할: 4.3.11의 설명을 참고한다

  ② 연동기획(Rolling Wave Planning):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

하는 활동 정의 및 활동 목록은 시간이 지날 수록 구체화 되는 특성이 있다. 

연동 기획은 단기적으로 완료할 작업은 상세히 계획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작업은 작업분류체계 (WBS)의 상위 수준에서 계획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생애 주기에서의 위치에 따라 작업 계획의 상세한 정도가 

달라진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활동 속성이 활동ID, WBS ID, 활동 

이름 등으로 간단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활동코드, 후행활동, 선도 및 

지연, 논리관계, 자원요구사항 등이 추가되어서 프로젝트 활동 속성이 보다 

더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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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탬플릿: 과거에 작성한 표준 활동목록이나 유사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활동 

목록의 일부를 새로운 프로젝트의 템플릿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④ 전문가 판단: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 작업분류체계(WBS), 프로젝트 일정을 

개발할 때 프로젝트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프로젝트 팀원이나 내외부 전문가

들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들을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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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11 PM박사님, 프로젝트의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이 프로젝트의 성공인가를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

고 있다면 프로젝트를 끝내 놓고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어진 시간과 예

산 내에 요구사항에 맞게 끝내는 것” 즉, 3중제약(Scope, Time, Cost)을 만족시

키며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사이 성공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제품

을 3중제약 내에서 무사히 개발을 끝냄으로 해서 조직 내에서는 성공이라 했는

데 시장에 내 놓으니 팔리지를 않는다던가,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다던가 하면 

성공일까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시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주어진 시간과 예산 내에서 요구사항에 맞게 끝내는 것”에서 “가치”가 주어

지는 것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가치에는 재무적가치, 고

객가치 및 미래가치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력의 수반과 함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에는 성공여부

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계획을 수립할 때, 3중제약 말고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가치 목표를 감안해서 함께 수립해야만 하고, 이것의 성과여부를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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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범위 통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14

프로세스 명 범위 통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진척정보

범위 기술서

작업분류체계

활동목록

변경요청서

프로세스 개요

◦ 범위 통제는 범위 변경으로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

향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 범위 통제는 범위 변경을 초래하는 요인들과 범위 변경이 프로젝트 목적에 미치는 영

향을 통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프로젝트 범위 통제 프로세스는 요청된 변경과 권

고된 시정 또는 예방조치가 4.3.6(변경 통제)를 통해 모두 처리되도록 통제한다. 또한 

변경 관리에도 사용되어 다른 통제 프로세스와 통합된다. 통제되지 않은 변경사항들은 

종종 프로젝트 범위조정(Project Scope Creep)라는 범위 확대 현상을 초래하는데 불

필요하고 예기치 못한 일정지연과 예산초과를 발생하므로 경계해야 한다. 

◦ 범위 통제는 프로젝트 및 제품 범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범위 기준선의 변경을 관

리하는 프로세스이다. 범위 통제는 진척정보, 범위기술서, 작업분류체계, 활동목록 등

을 고려하여, 차이분석 등을 도구로 삼고, 변경요청서를 결과물로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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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범위 통제는 현재 프로젝트 범위의 상태를 결정하고, 모든 차이를 결정하기 위하

여 승인된 범위 기준선과 현재의 범위상태를 비교하며, 범위를 예측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범위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변경요청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진척정보: 진척정보는 상태 보고, 진행 측정, 예측치 등의 성과 정보를 수집

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이다. 진척정보에는 프로젝트 활동으로부터 인도물 

상태, 일정 진행율, 발생 비용 등과 같은 성과정보가 포함된다. 진척정보는 

주기적으로 발행되며, 보고서 양식은 간단한 현황 보고서에서 상세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간단한 현황 보고서는 범위, 일정, 원가 및 품질 영역

별로 완료율 또는 현황판과 같은 성과 정보만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범위 기술서: 4.3.11의 설명을 참고한다.

  ③ 작업분류체계: 4.3.12의 설명을 참고한다.

  ④ 활동목록: 4.3.12의 설명을 참고한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변경요청서: 4.3.10의 설명을 참고한다.

(5) 범위 통제 방법 

  ① 차이 분석: 일반적으로 차이는 원가, 일정, 작업성과가 원래 계획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젝트의 현재 성과수준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초기에 계획한 범위 기준선과 차이가 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범위 기준선

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영향도를 파악하고 시정조치나 예방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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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프로젝트 팀 편성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15

프로세스 명 프로젝트 팀 편성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자원 요구사항 

프로젝트 조직도 

자원 가용성 

프로젝트 계획서 

역할 기술서 

프로젝트 팀
편성

팀원 배정 

채용 계약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팀 편성은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언제 어떻게 프로젝트 팀원을 수급하고 방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조직 

내 인력 자원이 여의치 않으면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공급자에 의뢰할 수 있

다. 현장 위치, 이행확약, 역할과 책임, 보고 및 의사소통 관련 요구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팀 편성은 가용 인적자원을 확인하여 프로젝트 배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팀을 편성하는 프로세스이다. 프로젝트 팀 편성은 자원 요구사항, 프로젝트 조직도, 자

원 가용성, 프로젝트 계획서, 역할기술서 등을 고려하여, 사전 배정, 협상, 확보, 가상 

팀 등을 도구로 삼고, 팀원 배정 채용 계약을 결과물로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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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프로젝트 팀 편성은 가용 인적 자원을 확인하여 프로젝트 배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팀을 편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할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협상하고 영향력

을 행사해야 한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자원 요구사항: 자원 요구사항은 WBS를 이용하여 각각의 활동 혹은 작업 패

키지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종류와 수량, 투입시기 등의 자원정

보를 문서화한 것이다. 특히 인적 자원 기획에서는 프로젝트 내에서의 역할

과 책임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술 및 지식과 이를 갖춘 인적자원과 팀원들의 

역량에 관한 요구사항을 세운다.   

  ② 프로젝트 조직도: 4.3.9의 설명을 참고한다.

  ③ 자원 가용성: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을 프로젝

트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용 가능한 자원목록을 자원가용성이라고 한다. 이는 프로젝트 추진상에서 

언제,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컨

설턴트나 PC교육실과 같은 자원들은 미리 일정을 잡아야 한다. 

  ④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에는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직위, 기

량, 역량을 정의하는 역할 및 책임사항, 프로젝트 조직도, 팀원 참여기간, 프

로젝트 팀 편성 등의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프로젝트 인적 자원

을 식별, 배정, 관리 및 통제하고, 결국에는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⑤ 역할 기술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인 개인을 

이해하고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할 기술서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 것으로 개인에게 할당된 프로젝트 

영역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역할의 예로는 토목 기사, 법원 연락관, 비즈니스 

분석가, 테스트 조정자 등이 있다. 역할에 관한 권한, 책임사항, 한계를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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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팀원 배정: 팀 개발은 팀원 명부 작성으로 시작된다. 프로젝트 팀원 배정 문

서에는 팀을 구성할 사람을 명시하며, 프로젝트 팀 명부, 팀원에게 전하는 메

모,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의 다른 부분(예: 프로젝트 조직도, 일정표 등)에 삽

입된 여러 가지 이름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채용 계약: 프로젝트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팀 구성원 선발

작업에 들어가 채용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기부터 동참한 팀원

은 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한 경향이 있다. 조직의 내부에서 인력 자

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외부에서 필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개인 단

위의 컨설턴트와 계약하거나 다른 공급자에 의뢰할 수 있다.

(5) 프로젝트 팀 편성 방법

  ① 사전 배정(Pre-Assignment): 특정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경쟁에서 프로젝

트 계약을 따내기 위해 프로젝트 팀원을 미리 선정하는 경우를 사전 배정이

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프로젝트가 경쟁 입찰의 일환으로 특정인의 배정

이 약속되는 경우, 프로젝트가 특정 전문가의 기술력에 의존하는 경우 또는 

일부 직원 배정이 프로젝트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② 협상: 협상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많은 프

로젝트에서 직원 배정은 협상 사안이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관리 팀은 다음

과 같은 사람들과 협상해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필요한 팀 구성원을 충원하기 위해 수행 조직 내의 기능

부서나 다른 프로젝트관리 팀과 협상한다. 

    •외부로부터 전문성과 희소성이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조직 

및 업체 등과 협상한다.  

  ③ 확보: 프로젝트 수행 조직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내부 인력이 부

족한 경우 외부로부터 해당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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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작업을 외주 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④ 가상 팀: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한 팀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경우 가상 팀을 활용하면 프로젝트 팀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가

상 팀은 직접 대면하는 일은 극히 적거나 전혀 없이 공통의 목표 아래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는 사람들로 편성된 작업 팀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글로벌 기업

의 등장과 함께 각기 다른 나라에 근무하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직원들과 

팀을 꾸려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전자 

메일, 오디오 회의, 웹기반 미팅, 화상 회의와 같은 통신기술의 발달 덕에 가

상 팀을 구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차로 인한 불편,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등이 빈번할 뿐더러 팀의 생산성

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팀워크 생성이라는 화학적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

다. 그러므로 가상 팀 환경에서는 의사소통 기획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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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자원 산정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16

프로세스 명 자원 산정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활동 목록

프로젝트 계획서

승인된 변경

자원 요구사항

자원 계획

프로세스 개요

◦ 자원 산정은 활동 목록 중 개별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원에는 인

력, 설비, 장비, 재료, 사회기반시설, 도구가 포함될 수 있다. 자원 속성에는 출처, 단위, 

투입 시작과 끝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활동 자원 산정 프로세스는 원가 산정 프로세스

와 긴밀하게 연동된다. 예: 건설 프로젝트 팀은 현지 건축 관련 법령을 잘 파악해야 

한다.

◦ 프로젝트 범위와 자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작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

원, 인원, 장비, 기타 자원의 종류와 수량을 산정하는 프로세스이다. 자원 산정은 활동 

목록, 프로젝트 계획서, 승인된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판단, 대안 분석, 출판된 

산정 자료, 상향식 산정,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도구로 삼고, 자원 요구사항, 

자원 계획 등을 결과물로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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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자원 산정의 목적은 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 사람, 장비 또는 공급

품의 종류와 수량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분류체계(WBS), 과거 실적 정

보, 범위 기술서, 자원 풀 기술서, 수행 조직의 정책, 활동 기간 산정치 등을 토대

로 필요한 자원을 산정한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활동 목록: 4.3.13의 설명을 참고한다.

  ② 프로젝트 계획서: 4.3.15의 설명을 참고한다.

  ③ 승인된 변경: 4.3.11의 설명을 참고한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자원 요구사항: 4.3.15의 설명을 참고한다.

  ② 자원 계획: 자원 계획은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장비, 원자재 등의 

물리적인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각의 자원들이 언제,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한 후에는 자원 

할당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일부 자원이 무리하게 초과 할당되었거나 너무 

불충분하게 할당된 경우에는 작업량이 더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획을 최적

화할 수 있다. 자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작업분류체계

(WBS), 과거 실적 정보, 범위 기술서, 자원 풀 기술서, 수행 조직의 정책, 

활동 기간 산정치 등이 있다. 특히, WBS를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필요로 하

는 프로젝트 인도물과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계획

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5) 자원 산정 방법

  ① 전문가 판단: 프로세스에 대한 자원 투입물을 산정 및 평가할 때 미래의 불확

실성이 커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판단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자원 기획 및 산정에 전문 지식이 있는 내 외부의 어떠한 전문가 



76

그룹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안 분석: 대다수 일정 활동에는 달성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수준의 자원 역량, 다양한 종류 및 크기의 기기나 도구 사용, 자원

의 제조 또는 구매결정이 대안에 포함된다. 

  ③ 출판된 추정 자료: 일부 회사는 다양한 국가나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 자재 

및 장비 자원에 대한 생산율 및 단위 원가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정하여 출간

하고 있다.   

  ④ 상향식 산정: 활동 자원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활동에 포함된 작업을 구체적으로 나눈 후에 자원 요구사

항을 정의한다. 이와 같이 각 세분화된 작업별로 자원을 산정한 다음에 모든 

산정치를 합해서 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⑤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 복잡한 자원 그룹을 계획, 구성 및 관리하고 자원

의 규모를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

할 수 있다. 자원 분류 체계, 자원 가용성, 자원 단가 및 다양한 자원 역일

표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자원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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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8.16 프로젝트 조직 정의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17

프로세스 명 프로젝트 조직 정의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작업분류체계
자원 요구사항
이해관계자 
등록대장
변경 승인

역할 기술서
프로젝트 
조직도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조직 정의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형태를 결정

하는 것과 함께 프로젝트 팀 구성원이 참여하여 각자가 맡게 되는 역할과 책임관계를 

분석하여 문서화하고 프로젝트 관리자와 프로젝트 팀,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

할과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다.

◦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프로젝트의 불확실한 점에 대한 명확

화와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 이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프로젝트가 놓여 있는 환경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최종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해

야 할 모든 일의 파악과 이 일을 되도록이면 측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크기로 분할하

는 것이다.

◦ 그런 다음 이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산정(출력물: 자원요구사항 참조)과 함께 

프로젝트 결과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이해관계자를 감안하여 역할기술서를 작

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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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프로젝트의 불확실한 점에 대한 명확화와 역할 및 책임, 필요한 기량 및 보고관

계를 식별하고 문서화하기 위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서: 4.3.3.출력물 참조

  ② 작업분류체계: 4.3.12.출력물 참조

  ③ 자원 요구사항: 4.3.16.출력물 참조

  ④ 이해관계자 등록대장: 4.3.9.출력물 참조

  ⑤ 변경 승인: 4.3.6.출력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역할기술서(업무분장): 일반적으로 요약된 형태의 문서를 통해 책임, 권한, 

역량,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문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데, 예를 들면 직위 설명서, 역할-책임-권한 양식 등이다. 이러한 설

명서와 양식은 장래에 수행할 프로젝트에 있어 매우 훌륭한 템플릿이 되는

데, 특히 교훈을 적용하여 현재 프로젝트 전체를 갱신할 때 더욱 그렇다.

  ② 프로젝트 조직도: 프로젝트 조직도는 작업분류체계(WBS)와 유사하다. 다만, 

프로젝트 인도물의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하는 대신 조직의 기존 부서, 사업

부 또는 팀에 따라 배열하는 점이 다르다. 프로젝트 활동 또는 작업패키지는 

각 부서 아래에 나열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IT 부서나 구매부서와 같은 

운영 부서는 조직분류의 해당 부분을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5) 프로젝트 조직 정의 방법

  ① 프로젝트 관리자 및 관리요원 선임 

프로젝트 관리자: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임명되어 프로젝트 착

수 시점에서는 이미 선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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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트 책임자이고, 프로젝트의 규모나 특성에 대하여 적성을 가지고 목표를 실

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프로젝트 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관

리자는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서 이하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선임한다.  

    •과거의 프로젝트 경험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협상력, 영향력(고객을 포함)

    •기획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관리능력

    •스트레스 내성, 결단력

  ② 조직형태의 결정과 팀 분할 

팀 직제에서는 우선 개발프로젝트의 내용, 프로젝트의 규모와 개발기간, 기

존의 라인조직에서의 독립레벨 관련 시스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영구조

직체계로 업무를 수행하나 독립 프로젝트 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가를 

검토하여 기능조직, 매트릭스 조직, 프로젝트조직 중에서 어느 조직을 선택

하는 가를 결정한다. 

  ③ 역할분담 및 책임할당

<표 8-1> 프로젝트 팀의 역할과 책임

구 분 권     한 책     임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추진의 책임자이고, 
요원의 배치, 이동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 프로젝트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계획, 평가의 최종승인

∙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와 비용 
발생에 대한 최종승인

∙ 프로젝트 납기일까지 기대되
는 일을 전부 완료 하는 것에 
책임

리더, 

서브리더

∙ 담당 팀의 운영 및 팀 요원에게 
작업 지시

∙ 팀원의 평가

∙ 팀에게 납기일까지 기대 된 것
을 전부 완료하는 것에 책임

∙ 팀 내 팀원의 작업관리, 동기
부여 관리

프로젝트 

관리요원

∙ 프로젝트 관리자를 보좌하고 프
로젝트 계획과 실행관리를 지원

∙ 프로젝트 사무국을 담당한다

∙ 프로젝트내의 작업생산성 향
상을 추진한다

∙ 프로젝트의 작업품질 확보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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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일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이다.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완수하

는 일도 있으나, 역할 과 책임, 그리고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일로서 프로젝

트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④ 프로젝트 요원 및 리더의 선정

프로젝트에서 요구한 스킬의 정의에 맞게 업무지식, 경험과 실적, 비즈니스 

스킬, 인간적 측면을 감안, 범위정의, 일정계획서 및 상세 WBS의 자원계획

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관리자는 태스크 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스킬과 인원 

수 및 투입시간과 투입기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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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12 프로젝트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의 실패요인을 제거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성공요

인과 실패요인이 종속적이 아니라 서로가 독립적입니다. 프로젝트의 도메인별

(건설･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소프트웨어개발, 주문생산 등)으로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인 실패요인 중 많은 부분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 가고 이에 따른 많은 변화요인이 생기면서 요구 사항이 불확실하다거

나, 계속 변경된다거나, 상대방이 정확한 얘기를 하지 못한다거나, 실 사용자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요구사항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프로젝트 수행의 절대시간이 부족하

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수행방법이 애자일(Agile) 등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시도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

은 프로젝트 실패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자원부족입니다. 너무 많은 일이 조직 

내에 수행되고 있지요. 한 가지 해결방법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

는 일 및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맞춰 하는 것입니다. 즉 일을 줄여 선택과 집

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요인은 무엇일까요? 과거 10년 동안의 조사를 보면, 수주에 의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소프트웨어개발, 주문생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프로젝트 성공요인의 상위요인은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 사용자들의 참여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프로젝트의 성공의 많은 부분

이 소프트한 요인에 의하고, 특히 이해관계자의 관리와 참여유도가 프로젝트 성

공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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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프로젝트 팀 개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18

프로세스 명 프로젝트 팀 개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팀원 배정

자원 가용성

자원 계획

역할 기술서

팀 성과

팀 평가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팀 개발이라는 것은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팀 구성원

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팀원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팀원과 팀의 전체적인 역량을 높이게 된다. 팀 개발은 팀원들이 개인으로서 기

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팀의 능력

을 향상시키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 팀 구성원 개인의 관리 능력과 기술적 능력의 개발은 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가 

된다.  팀 개발은 프로젝트 팀 구성원 배정, 팀원관리 계획서, 자원 가용성 등을 고려하

여. 일반 관리스킬(프로젝트 리더십), 직원 교육, 팀 구축 활동, 기본 행동 수칙, 동일장

소 배치, 표창 및 보상 등을 도구로 삼고, 팀 성과 평가를 결과물로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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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팀원들의 실적과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팀의 동기부여와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팀원 배정: 4.3.15 출력물 참조

  ② 자원 가용성: 자원 가용성은 각 프로젝트 팀원 또는 자재로 이 프로젝트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문서화한 자료이다. 인적자원을 위해서는 휴가 시

간 및 다른 프로젝트 수행을 포함하여 각 개인의 상충되는 일정을 제대로 알

고 있어야 신뢰 할 수 있는 최종 일정이 작성될 수 있고, 자재의 기간별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두어야 한다.

  ③ 자원 계획: 4.3.16 출력물참조

  ④ 역할 기술서: 4.3.17 출력물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팀 성과: 프로젝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수행 중인 프로젝트 일정 활동의 

상태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프로젝트 실행지시 및 관리 프로세스의 일환으

로 수집된다. 해당하는 정보는 인도물의 상태, 변경 요청, 시정 조치, 예방 

조치 및 결함 수리에 관한 실행 상태, 예측된 잔여분 산정치, 보고된 실제 작

업 완성률(%), 달성한 기술 성과측청 가치, 일정 활동의 개시일과 종료일 등

이다.

(5) 프로젝트 팀 개발 방법

  ① 대인관계 기술: “소프트기술(Soft Skill)”이라고도 하는 대인관계 기술은 의

사소통 기술, 감성지능, 갈등해결, 협상, 영향력 행사, 팀 구성, 결속력 조성 

등의 능력을 포함하는 행동 능력으로, 이러한 소프트기술은 프로젝트 팀을 

개발할 때 귀중한 자산이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관리 팀에서 감성지능을 이

용하여 프로젝트 팀원의 정서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하고, 행동을 예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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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살피고 이슈에 대한 후속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긴장의 해소와 함께 협

력을 증대할 수 있다.

② 교육: 교육에는 프로젝트 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모든 활동이 교

육에 포함된다. 교육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형태로 제공되며, 교육 방식에

는 강의실, 온라인, 컴퓨터 기반 교육, 다른 프로젝트 팀원에 의한 현장 실무

교육, 지도, 훈련 등이 있다. 프로젝트 팀원에게 필요한 관리 또는 기술 능력

이 미달되면 프로젝트 작업의 일환으로 부족한 기량을 육성할 수 있다. 계획된 

일정에 따른 교육은 인적자원관리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한다. 프로젝트 

팀 관리의 통제 프로세스 동안 수행된 관찰, 대화, 프로젝트 성과 평가의 결과

로 계획에 없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 교육비는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보충 교육이 향후 프로젝트에 유용할 수 있을 때는 수행조직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내부 또는 외부 강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팀 구축 활동: 팀 구축 활동은 현황검토 회의에서 다룰 5분짜리 의제부터 대

인관계 기술 향상을 위해 고안된 현장 밖의 심층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팀 구축 활동의 목표는 팀원 개개인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팀원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작업할 때 팀 구성 전략이 특

히 가치를 발휘한다.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및 활동이 신뢰를 구축하고 바람

직한 작업 관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프로세스로서 팀 

구성은 프로젝트 성공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팀 구성은 프로젝트 초기 단

계에 필수적이면서 절대 끝나지 않는 프로세스이다. 프로젝트 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팀 존속 또는 새로운 팀 

구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팀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 

또는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팀 기능과 성과를 지속적

으로 감시해야 한다.

④ 기본 행동수칙(Ground Rule): 기본 행동수칙은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허용

되는 행동에 내포된 기대사항을 설정한다. 초기부터 명확한 지침을 정하면 

오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행동강령, 의사소통, 협동 작업 또는 

회의 예절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논의함으로써 팀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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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기본규칙이 설정된 후에는 시행 책임을 전체 프로

젝트 팀원이 공동으로 진다.

⑤ 동일장소배치(Co-Location): “ 집 매트릭스”라고도 하는 동일장소배치에

서는 팀워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장 활동적인 대다수 또는 전체 프로젝트 

팀원을 동일한 장소에 배치한다. 프로젝트 기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 

등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또는 전체 프로젝트에 동일 장소배치를 채용할 수 

있다.  동일장소배치 전략에 팀 회의실(“상황실”이라고도 함), 일정표를 게시

할 장소, 의사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그 밖의 편의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동일장소배치는 유용한 전략으로 간주되지만, 가상 팀 활용을 통해 

기량이 더 뛰어난 자원 활용, 원가 절감, 장소 이동 감소, 재배치 비용 감축, 

공급처, 고객 또는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 팀원 간 근접성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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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자원 통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19

프로세스 명 자원 통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인원 배정

자원 가용성

진행 이력

자원 요구사항

변경 요청

시정 조치

프로세스 개요

◦ 자원 가용성 관련 갈등은 장비 고장ㆍ기상ㆍ노동 불안정ㆍ기술 문제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활동 일정을 재조정하게 되고, 그 결과 현

재 혹은 후속 활동을 위하여 자원 요구조건이 변경된다.

◦ 절차를 수립하여 이러한 단점을 파악하고 자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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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프로젝트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과 필요한 방식으로 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점검하여 프로젝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 4.3.3 출력물 참조

② 인원배정 

    •사전 배정: 프로젝트 팀원이 사전에 확정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 즉, 사전 

배정 형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프로젝트가 경쟁 (입

찰) 제안 방식이고 특정 직원의 배정이 제안서에 포함되는 경우, 프로젝트

가 정 직원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우 또는 일부 직원 배정 조항이 프로젝트 

헌장에 정의된 경우 등이 있다. 

    •협상: 인력 배정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협상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관리 팀의 능력은 관련 조직의 방침과 마찬가

지로 직원 배정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개 프로젝트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기능 관리자는 모든 프로젝트 팀에서 원하는 탁월한 역

량의 소유자를 배정할 곳을 결정할 때 그 장점과 효과를 평가하게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관리 팀은 다음과 같은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 필요한 시간에 적합한 역량을 겸비한 직원 투입과 프로젝트 팀원이 배정

받은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확실히 하는 문

제에 대하여 기능 관리자와 협상

      - 희소성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원을 적절히 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수행

조직 내부의 다른 프로젝트관리 팀과 협상

    •확보: 수행 조직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사내 직원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외부 에서 획득할 수 있다. 가령, 개인컨설턴트를 고

용하거나 다른 조직에 작업을 하도급하는 등의 상황이 포함된다. 

    •가상 팀(Virtual Teams): 프로젝트 팀원을 확보할 때 가상 팀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상 팀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배정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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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이행하는 데 직접적인 대면 회의를 가질 시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자 메일이나 화상 회의

와 같은 전자 방식 의사소통 수단이 가상 팀을 현실로 만들었다.

③ 자원 가용성: 4.3.15 입력물 참조

④ 진척정보: 인도물의 상태, 변경 요청, 시정 조치, 예방 조치 및 결함 수리에 

관한 실행 상태, 예측된 잔여분 산정치, 보고된 실제 작업 완성률(%), 달성한 

기술성과 측청가치, 일정 활동의 개시일과 종료일 등이다. 여기에는 상태 보

고, 진도 측정 및 예측 작업이 포함된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변경요청: 통합변경통제 프로세스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해 공식적 문서로 제

출된 변경요청을 의미한다.

② 시정조치: 향후 프로젝트의 일정 예상 성과를 승인된 프로젝트 일정 기준선에 

일치하는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모든 조치를 ‘시정조치’라고 한

다. 시간관리 부문의 시정조치에는 종종 급행 처리, 즉 일정 활동을 제시간 

또는 최소한의 지연을 두고 완료하기 위하여 취한 특수한 조치들이 포함된

다. 근본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차이를 유발한 원인을 식별해야 하는 경우가 

시정조치에서 많이 일어난다. 근본 원인 분석에서는 실제로 차이를 유발한 

일정 활동 이외의 활동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의 후기에 나

타나는 활동을 이용하여 기준선으로 일정 복원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5) 자원 통제 방법

① 일정단축(Schedule Compression): 일정 단축은 프로젝트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 제약, 지정일 또는 기타일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일

정을 단축한다. 다음과 같은 일정단축 기법이 있다. 이럴 경우 자원의 과부하 

및 원가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공정압축법(Crashing): 원가와 일정 사이의 상충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자

원의 투입이 최소한의 원가 상승으로 최대한의 기간 단축 효과를 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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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방법을 판단하는 일정단축 기법이다. 공정압축법에서 항상 실행 가

능한 방안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며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중첩단축법(Fast Tracking): 정상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수행할 단계나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일정 단축 기법이다. 설계 도면이 모두 완성되기 

전에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 한 가지 예이다. 공정중첩단축법 적용 결과로

서 재작업이 필요하거나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설계 도면과 같은 상세하고 완벽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서둘러 작

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결과 단축된 시간이 원가 상승으

로 나타나고 단축된 프로젝트 일정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된다.

② 가정 시나리오 분석(What-if Scenario Analysis): “시나리오 X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정(What if)” 아래 분석하는 기법이다. 일정 모델을 사용한 일

정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주요한 구성요소 인도 지연, 특정 설계 기간 연

장, 파업 등의 외부 요인 유입, 프로세스 허용에서의 변동과 같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할 수 있다. ‘가정’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는 불리한 조건 아래

서 프로젝트 일정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거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발 사태 및 대응계획을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는 다양한 활동 가정 아래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간을 산출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장 일반적인 기법은 몬테카를로 분석이며, 가능한 활동 기

간의 분배가 각 일정 활동에 대해 정의되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가능한 성

과의 분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③ 자원평준화(Resource Leveling): 자원 평준화란 주공정법으로 이미 분석했

던 일정 모델에 적용되는 일정 네트워크 분석 기법 중 하나이다. 지정된 인도

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할 일정 활동을 처리하고, 공유 자원이나 

중대하게 요구되는 자원을 일정한 시간에만 사용하거나 한정된 수량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처리하고, 선택된 자원 사용량을 프로젝트 작업의 

특정 기간에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 평준화가 사용된

다. 이와 같은 자원 사용 평준화 방식은 초기 주공정 경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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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프로젝트 팀 관리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0

프로세스 명 프로젝트 팀 관리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 조직도

역할 기술서

진행 이력

직원 성과

직원 평가

변경 요청 

시정 조치

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 팀 관리는 팀의 행동을 관찰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팀원의 

성과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팀 관리의 결과로 '직원관리계획서'가 갱신되고, 변경요청이 

제출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조직의 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고, 교훈이 조직

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

◦ 프로젝트 팀 관리는 매트릭스 조직 내에서 직무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자 둘 다에 책

임이 부여될 때 복잡해진다. 이와 같은 이중 보고체제에서 관리 효율은 프로젝트 성공

의 핵심적 요인이 되며, 그 책임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91

프로세스(4.3)

(2) 프로세스 목적 

  팀원의 성과 추적과, 피드백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변경을 조정함으로

서 프로젝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 4.3.3 출력물 참조

② 프로젝트 조직도: 4.3.17 출력물 참조

③ 역할기술서: 4.3.17 출력물 참조

④ 진척정보: 4.3.19 투입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직원성과: 4.1.18 산출물 참조

② 직원평가: 4.1.18 산출물 참조

③ 변경요청: 프로젝트 범위 확대 또는 축소, 방침이나 절차 수정, 프로젝트 원

가나 예산수정, 프로젝트 일정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변경요청이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다. 이러한 변경요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일 

수 있고, 외부 또는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재량에 따라 선택하거나 법

률 / 계약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시정조치: 향후 프로젝트 예상 성과를 프로젝트관리 계획 및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에 일치하는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권장하는 모든 행동

 (5) 프로젝트 팀 관리 방법

① 관찰 및 대화: 프로젝트 팀원의 작업과 태도를 꾸준히 살펴보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 ‘관찰과 대화’이다. 프로젝트관리 팀은 프로젝트 인도물의 완성률, 팀

원에게 자부심을 주는 업적, 대인 관계 문제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한다.

② 프로젝트 성과평가: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평가의 

필요성은 프로젝트의 총 기간, 프로젝트의 복잡성, 조직 방침, 근로 계약 요

구사항,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양과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젝트 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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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360도 피드백 원

칙을 적용하여 프로젝트 팀원과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평가 정보가 수

집된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에는 시

간체계로 역할과 책임을 재규명함으로써, 소모적 환경에 있을 수 있는 팀원

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알려지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

은 문제 발견, 개개인의 교육 계획 개발, 미래 기간에 대한 특정 목표 설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③ 갈등관리: 성공적인 갈등 관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업무 관계를 구

축시켜준다. 갈등의 제공 요인은 희귀한 자원, 일정 지정 우선 순위, 개인별 

작업방식 등이다. 팀의 기본행동수칙, 집단 규범, 확고한 프로젝트관리 실무

관행(예: 의사소통의 기획 및 역할 정의)은 갈등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 의견 

차이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프로젝트 팀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갈등이 확대되면 프로젝트 관리자가 만족스러운 해결책

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갈등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협업 방식을 통하여 조

기에 사적으로 처리해야한다. 비생산적인 갈등이 지속되면 징벌 조치의 사용

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사용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④ 이슈관리대장: 프로젝트 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면 기록

부에 일정한 목표일까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명시할 수 

있다. 이 관리대장은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프로젝트 팀에서 문제를 감시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문제 해결을 통하여 팀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처리된다. 이러한 장애물에는 견해 차이, 조사되어야 할 상황, 

예기치 않았거나 새로 나타나는 책임 사항이 있으며 프로젝트 팀의 한사람에

게 배정해야 할 사항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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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8.20 활동 순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1

프로세스 명 활동 순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활동 목록

승인된 변경
활동 순서

프로세스 개요

◦ 활동 순서 배열은 일정 활동 간의 논리적 관계의 식별 및 문서화에 관계한다. 장래에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프로젝트 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활동들을 적절한 선

후행 관계, 선도 및 지연을 통해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 순서 배열에는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나 수동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수동 기

법과 자동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프로젝트 내 모든 활동은 의존 관계가 있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주경로가 결정된다. 활동은 실질적이고 달성 가능한 프로젝트 일정 수립을 지

원하기 위하여 적합한 선행 관계, 선도, 지연, 제약, 상호의존관계, 외부 의존관계에 의

하여 논리적으로 순서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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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프로젝트 활동간 논리적 관계를 식별하고 문서화하기 위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활동 목록: 4.3.13 출력물 참조

② 승인된 변경: 통합변경통제 프로세스를 통해 이전에 처리된 승인된 변경요청

만이 프로젝트관리 계획의 프로젝트 일정 기준선 또는 다른 구성요소를 갱신

하는 데 사용된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활동 순서: 활동 상호 간의 논리적 관계를 정의하고 문서화 하는 것.

(5) 활동 순서 방법

① 선후행도형법(PDM, Precedence Diagramming Method): ‘노드’라고 하는 

네모 상자나 직사각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표시하고 화살표로 활동

간 의존성을 표시하여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도를 작성하는 방식을 선후행

도형법(PDM)이라고 한다. PDM에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의존 또는 선후행 

관계가 있다. 

    •종료-시작 관계. 선행 활동의 종료 시점에서 후속 활동이 착수된다.  

    •종료-종료 관계. 선행 활동의 종료 시점에서 후속 활동이 종료된다.  

    •시작-시작 관계. 선행 활동의 착수 시점에서 후속 활동이 착수된다.  

    •시작-종료 관계. 선행 활동의 착수 시점에서 후속 활동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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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그림 8-3> 활동간 상호관계

  ② 일정네트워크 템플릿: 표준화된 프로젝트 일정네트워크도 템플릿을 프로젝트 

일정 활동네트워크 준비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일정네트워크도의 

일부 구간을 하부네트워크 또는 단편 네트워크라고도 한다. 유사하거나 동일

한 인도물을 여러 개 산출하는 프로젝트에서 특히 하부네트워크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고층 건물의 바닥, 약제학 연구 프로젝트에서 임상 실

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 모듈 코딩, 프로젝트 개발의 착수 단

계 등이 포함된다.

  ③ 의존관계 결정: 활동들의 논리 순서를 정의하는 데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의존

성이 사용된다.                                         

    •의무적 의존성: 프로젝트관리 팀은 활동 순서배열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적

용해야 하는 의존성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기초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상부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건설 프로젝트나 시제품을 먼저 제작해야 테스트 할 

수 있는 전자 제품 프로젝트에서와 같이 물리적 제한이 의무적인 의존성에 

포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의무적 의존성을 경성 논리(Hard Logic)라고

도 한다.

    •임의적 의존성: 프로젝트관리 팀은 활동 순서배열 프로세스에서 재량에 따

라 임의적인 의존성을 결정한다. 임의적 의존성은 철저히 문서화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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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이유는 임의적인 총 여유를 유발하여 향후 일정 계획 선택의 대안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의적 의존성은 특정 응용 분야 내

의 모범적 실무 관행의 지식에 근거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순서가 있더

라도 특정한 순서를 원하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사용된다. 동일한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경험을 근거로 선정된 일정 활동 순

서가 임의적 의존성에 포함되기도 한다. 

    •외부적 의존성: 프로젝트관리 팀은 활동 순서배열 프로세스에서 외부적의존

성을 식별한다. 외부적 의존성은 프로젝트 활동과 프로젝트와 무관한 활동 사

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의존성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프로젝트의 일정 활

동을 테스트하는 작업은 외부 공급업자의 하드웨어 납품과 의존 관계에 있고, 

건설 프로젝트에서 부지 조성 공사를시작하기에 앞서 정부 환경 공청회를 열

어야 하는 등의 경우이다. 투입물은 유사한 속성을 지닌 과거 프로젝트나 판

매자 계약 또는 제안으로부터 얻는 선례정보를 근거로 할 수 있다.

④ 선도 및 지연 적용: 프로젝트관리 팀은 논리적 관계를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 선

도 또는 지연을 요구할 수 있는 의존관계(6.2.2.4절)를 판별한다. 선도와 지연

의 사용, 관련된 가정은 모두 문서화 된다. 선도(Lead)를 이용하면 후속 활동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기술 자료 제작팀에서 1차 초안 전집 작성

(선행 활동)을 마치기 15일 전에 2차 초안 전집 작성(후속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즉, 15일의 선도 시간을 갖는 종료-개시 관계를 통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지연(Lag)은 후속 활동을 연기한다. 예를 들어, 10일간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고려하여 종료-개시 관계에 10일의 시간 지연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선행 활동이 완료되고 10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후속 활동을 착수할 수 없다.

<그림 8-4> 지연 선도의 계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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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활동 기간 산정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2

프로세스 명 활동 기간 산정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활동 목록

자원 요구사항

이력데이터

산업 표준

승인된 변경

활동 기간 

산정

프로세스 개요

◦ 활동 기간은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량과 종류, 활동간 관계, 능력, 계획 역일표, 학습 

곡선, 행정 프로세스 등과 같은 주제그룹들의 함수이다. 행정 프로세스는 승인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의 활동은 시간이 지나고 좀 더 구체화된 정보가 가용해 짐

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세분화 될 수 있는 작업으로 구성될 수 있다. 기간은 시간 제약

과 자원 가용성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주기적 재 추

정으로 기준선 상의 예상 기간을 갱신하는 것 또한 활동 기간 산정 프로세스의 구성 

부분이다. 

◦ 활동 기간 산정은 활동 일정 계획을 세우고 주경로를 도출할 때 재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주 경로 상 프로젝트 완료일이 요구되는 완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 주경로 상 

활동은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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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로젝트의 각 활동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활동 목록: 4.3.13 산출물 참조

② 자원 요구사항: 4.3.16 신출물 참조

③ 이력데이터: 프로젝트 파일, 기록, 프로젝트와 관련해 교환된 서신, 종료된 

계약, 종료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전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료 및 문서.

④ 산업 표준: 각 산업에서 확립된 규범, 방법, 프로세스 및 실무사례를 설명하

는 공식적인 문서를 지칭한다.

⑤ 승인된 변경 :4.3.21 투입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활동 기간 산정: 일정 활동을 완료하는 데 적용될 자원 추정량을 산정하고, 

일정 활동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작업 기간 수를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기간 

산정에 투입되는 모든 자료와 가정은 각 활동 기간 산정작업별로 문서화 된

다. 일정 활동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작업 기간을 산정하는 데 특정 유형의 

작업과 관련된 요구사항으로서 경과된 시간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일정산

정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 역일표와 특수

한 작업 기간이 요구되는 자원별로 구분된 대체 작업 기간 자원달력을 사용하

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한다. 

(5) 활동 기간 산정 방법

① 전문가 판단: 자원 수준이나 자원 생산성과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활동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언제든지 선례정보를 근거로 한 전문가 판단을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

트 팀원 개개인도 과거의 유사한 프로젝트로부터 유추된 기간 산정 정보나 권

장하는 최대 활동 기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유사산정(Analogous Estimating): 유사기간 산정이란 과거에 시행했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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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사한 활동의 실제 소요 기간을 향후일정 활동 기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활동이 단순한 외형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유사하고 산정 작업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팀원이 필요한 전문성을 갖

추고 있는 경우에 유사 기간 산정의 신뢰도가 가장 높아진다.

③ 모수산정(Parametric Estimating): 활동 기간의 기준 산정은 수행할 작업 

수에 생산성 단위율을 곱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도면의 개수에 한 도면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곱하고, 케이

블 가설 프로젝트에서는 가설 케이블의 총 길이(m 단위)에 1m당 작업 시간을 

곱하여 생산성 단위율을 산정할 수 있다. 

④ 3점산정기법(Three-Point Estimates): 초기 산정에서 리스크 정도를 고려

하여 활동 기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3점산정기법은 다음 세 가지 

종류의 산정치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 세 가지 기간 산정치의 평균을 

계산하여 활동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 최빈치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정

확한 활동 기간 산정치가 될 때가 많다. 

    •최빈치(Most likely): 배정 가능한 자원, 자원별 생산성, 일정 활동에 실질

적으로 기대되는 가용성, 다른 요소들과의 의존성, 공급 중단을 고려한 일

정 활동 기간 

    •낙관치(Optimistic): 최빈치에서 설명된 최상의 시나리오에 근거한 활동 기간

    •비관치(Pessimistic): 최빈치에서 설명된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한 활동 기간

⑤ 예비 분석: 프로젝트 팀에서 우발사태 예비비(Contingency Reserve), 일정 

예비(Time Reserve) 또는 완충(Buffer)이라고 하는 추가 시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발사태 예비비는 활동 기간 산정치 비율(%) 또는 일

정한 작업기간(일 수)으로 표시하거나 정량적 일정 리스크 분석을 통해 개발

할 수 있다. 우발사태 예비비를 전부 또는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면 예비비를 줄이거나 없

앨 수 있다. 이러한 우발 사태 예비비 정보는 관련 자료 및 가정과 함께 모두 

문서로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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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일정 개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3

프로세스 명 일정 개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활동 순서 

활동 기간 산정

일정 제약

리스크 관리대장

승인된 변경

일정표

프로세스 개요

◦ 활동은 기간ㆍ마일스톤ㆍ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상관 관계를 이해한 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일정을 정한다.

◦ 프로젝트 생애 주기에 걸친 관리 통제를 충족하는 해결안은 활동 수준에서 제시한다. 

공정은 설정된 목적 달성 측정치 대비 시간상 실제 진행된 사항을 평가하는 도구를 제

시한다.

◦ 공정은 활동 수준에서 수립하여 자원 배정 및 시간에 기반한 예산 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공정 관리는 작업 진행 중, 프로젝트 계획 변경 시, 예상 리스크가 발생하거

나 없어질 경우, 새로운 리스크 인지 시,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지속해야 한다. 필요하

다면 기간 및 자원 예측을 검토ㆍ개정하여 진행 이력 대비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될 프

로젝트 공정을 승인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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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프로젝트의 일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각 활동들의 일정을 개발하기 위해 각 활동

들의 순서, 기간, 자원 요구사항 및 일정 제약을 분석, 최적의 일정모델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활동 순서: 4.3.21 산출물 참조

② 활동 기간 산정: 4.3.22 산출물 참조

③ 일정 제약: 프로젝트의 시작일, 종료일 및 각 활동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제약을 의미한다. (예: 이 활동은 XX일 필히 시작 또는 종료해야 한다. 납기

가 YYYY.MM.DD이다.)

④ 리스크 관리대장: 4.3.39 산출물 참조

⑤ 승인된 변경: 4.3.5 산출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일정표: 예정일, 기간, 마일스톤 및 자원과 해당 활동을 연결하여 보여주는 

형태의 일정 모델 산출물이 프로젝트 일정이다. 각 활동의 예정시작일과 예정

종료일을 프로젝트 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자원기획

을 수행한 경우, 자원 배정이 확정되고 예정시작일과 예정종료일이 설정될 때

까지 프로젝트 일정은 예비 수준에 머무른다.

(5) 일정 개발 방법

① 막대차트: 간트차트라고도 하는 막대차트는 세로축에 활동이 나열되고 가로

축에 날짜가 나열되며, 시작일과 종료일에 따라 생성되는 가로 막대로 활동 

기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일정정보를 보여준다. 

② 마일스톤 차트: 마일스톤 차트는 주요 인도물의 예정시작일 또는 예정종료일

과 주요 외부 인터페이스만을 보여주는 점을 제외하고 막대차트와 유사하다. 

③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다이어그램: 네트워크다이어그램은 타임스케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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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관계만 보여주는 노드표기활동도(논리 관계도 라고도 함) 형식으로 표

시하거나 논리 막대차트라고도 하는 타임스케일 일정 네트워크다이어그램 형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활동일자 정보가 표시되는 이러한 네트워크다이어그

램에는 프로젝트 네트워크 논리와 프로젝트의 주공정 / 주경로 일정활동이 모

두 표시된다.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다이어그램의 다른 형태로 타임스케일 

논리도가 있다. 이 논리도에는 활동 기간과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타임스케

일과 막대가 포함된다. 또한 개수에 관계없이 모든 활동이 논리도의 한 선상

에 차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활동 간 관계를 보여준다.

  ■ 사례: 프로젝트 일정도표 

  위에서 기준일 또는 현황일이라고도 하는 데이터 기준일, 즉 프로젝트의 현황이 

기록되는 시점에 보고된, 실행 중인 프로젝트 일정도표를 진행 중인 작업과 함께 

예로 보여준다. 간단한 프로젝트 일정 모델에 대해, 마일스톤 일정(형식을 마일스

톤 차트로), 요약 일정(형식을 막대차트로), 상세 일정(형식을 프로젝트로 일정 네

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각각 나타낸 일정도표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다. 또한 세 

가지 수준의 일정도표 사이 관계도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8-5> 기준선 vs 현재계획 vs 실적이 함께 표시된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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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일정 통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4

프로세스 명 일정 통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일정표

진척데이터

프로젝트 계획서

변경 요청

시정 조치

프로세스 개요

◦ 일정 통제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공정 현황을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일정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승인된 일정 기준선과 비교하고, 완료일 예측 및 공정에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정 기준선 대비 변경 사항은 

모두 4.3.6에 따라 처리한다.

◦ 완료 일정 예측은 과거 이력과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생성ㆍ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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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일정통제는 일정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당초 목표 및 계획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일정표: 4.3.23 산출물 참조

② 진척데이터: 4.3.5 산출물 참조

③ 프로젝트 계획서: 4.3.3 산출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변경요청서: 변경 요청은 변경 통제 프로세스 수행을 통해 처리되며,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또는 개정된 원가산정치, 활동 순서, 일정날짜, 자원요구사항, 리스

크대응책에 대한 분석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와 문서의 수정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에 따라 예상된 수준으로 향후 프로젝트 성과를 어올릴 

수 있는 시정조치 권장

    •향후 저조한 프로젝트 성과를 초래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조치 권장

② 시정조치: 프로젝트 작업의 성과를 프로젝트관리 계획과 맞추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활동

 (5) 일정 통제 방법

① 성과검토: 성과검토에서는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 완료율, 진행 중인 작업의  

잔여 기간 등과 같은 일정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 및 분석한다. 

② 차이분석: 일정 성과 지수(Schedule Performance Index)를 사용하여 초기 

일정 기준선으로부터 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 총여유 차이도 프로젝트 시간성

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획 요소이다. 일정 기준선과 차이가 발생한 

사유 및 정도를 결정하고, 시정 또는 예방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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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프로젝트 일정통제의 중요한 과제이다. 주공정 연쇄일정계획법(CCPM, 

Cr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을 사용하는 경우, 잔여 완충을 인도 

자료를 보고하는데 필요한 완충의 양과 비교해 보면 일정 상태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관리 일정계획 소프트웨어는 예정 날자 

대비 실제 날짜를 추적하는 기능과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변경의 영향을 예

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④ 자원 평준화: 자원 평준화는 자원 사이에 작업분배를 최적화 하는데 사용된다.

⑤ 가상(What-if) 시나리오분석: 가상(What-if) 시나리오 분석은 다양한 시나

리오를 검토하여 일정을 계획과 맞추는데 사용된다. 

⑥ 선도 및 지연 조정: 선도 및 지연 조정은 뒤쳐진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에 맞추

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사용된다.

⑦ 일정 단축: 일정 단축 기법은 뒤쳐진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에 맞추기 위한 방

법을 찾는데 사용된다. 일정관리 도구는 프로젝트의 실제 진행과 완료할 잔여

작업을 반영하도록 일정자료를 갱신하여 일정을 완성한다. 일정계획 도구와 

지원하는 일정자료를 수동방법으로 또는 다른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와 함

께 사용하여 일정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갱신된 프로젝트 일정을 생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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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원가 산정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5

프로세스 명 원가 산정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작업분류체계

활동목록

프로젝트 계획서

승인된 변경

원가 산정

프로세스 개요

◦ 원가 산정은 프로젝트 활동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 자원의 근사치를 산정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총원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 원가 산정치는 주어진 시점에서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한 예측이다. 원가 산정치에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완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원가 산정 대안을 식별하여 고려하는 
일도 포함한다. 최적의 프로젝트 원가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와 구매, 구매와 대여, 자
원 공유 등 원가 절충안과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 다른 지식 영역의 프로세스에서 나온 산출물이 이러한 정보의 토대가 된다. 입수된 이
러한 모든 정보는 원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투입물로서 계속 유지된다.

◦ 프로젝트 비용이 청구되는 모든 자원에 대해 원가를 산정한다. 여기에는 인건비, 자재, 
장비,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대비금, 자금 조성 비용 또는 우발사태 예
비비 등도 포함된다. 원가 산정치는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원에 예상되는 비용을 정량
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원가 산정치는 활동 수준이나 요약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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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로젝트 활동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근사치를 산정하는데 

목 이 있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작업분류체계: 4.3.12 산출물 참조

② 활동목록: 4.3.13 산출물 참조

③ 프로젝트 계획서: 4.3.3 산출물 참조

④ 승인된 변경: 새로운 또는 개정된 원가 선정치 활동 순서, 일정날짜, 자원요

구사항, 리스크대응 대안분석 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시 프로젝

트관리 계획서 및 기타 프로젝트 문서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원가 산정: 원가 산정은 프로젝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정

량적으로 평가한 수치이다. 활동원가 산정은 적용되는 모든 자원에 대해 원

가를 산정한다. 직접 인건비, 자재, 장비, 서비스, 설비, 정보기술 및 자금 조

성원가(이자부담액포함), 물가상승 대비금, 인플레이션 충당금, 환율 또는 원

가 우발사태 예비비 등의 특수 범주를 이러한 원가의 예로 들 수 있다. 

 (5) 원가 산정 방법

① 유사산정: 유사 원가 산정기법은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의 범위, 원가, 예산, 

기간과 같은 모수값 또는 크기, 중량, 복잡성 등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사용하

여 현재 프로젝트의 해당 모수 또는 측정치를 산정한다.

② 전문가 판단: 선례 정보에 근거한 전문가 판단은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의 환

경 및 정보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전문가 판단은 여러 가지 산정

방법을 결합할지 여부와 산정방법들 사이의 차이를 조정할 방법을 결정하는

데도 사용된다.

③ 모수산정: 모수 산정에서는 선례 자료와 기타 변수(예: 건설부지 면적) 사이

의 통계적 관계를 이용하여 원가, 예산, 기간 등의 활동 모수산정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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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향식 산정: 상향식 산정은 작업 구성요소에 대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작업 패키지 또는 활동의 원가를 지정된 수준에서 최대한 세 하게 산정한

다. 그런 다음, 세 한 원가를 보다 상위 수준으로 요약 또는 “집계”하여 향후 

보고 및 추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품질비용: 품질비용에 대한 가정을 사용하여 활동원가 산정치를 추정할 수 

있다.

⑥ 프로젝트관리 원가 산정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관리 원가 산정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 전산화한 스프레드시트, 시뮬레이션, 통계도구 등이 원가 산정에 널

리 활용되고 있다.

⑦ 3점산정: 산정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단일지점 활동원가 산정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에서 비롯되었다. PERT는 

세가지 산정치를 사용하여 활동원가의 대략적 범위를 정의한다.

⑧ 예비 분석: 원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우발사태 예비(우발사태 대비금이라고

도함)를 원가 산정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발사태 예비는 산정한 원가에대

한 백분율, 수정한 수치이거나 정량적 분석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⑨ 판매자 입찰분석: 자격을 갖춘 판매자의 응찰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 

원가분석을 원가 산정기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경쟁력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

한 판매자에게 프로젝트가 낙찰되면, 프로젝트 팀에서 개별 인도물을 검사하

고 최종 프로젝트 원가를 뒷받침하는 원가를 유추하기 위하여 추가원가 산정 

작업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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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예산 편성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6

프로세스 명 예산 편성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작업분류체계

원가 추정

일정표

프로젝트 계획서

승인된 변경

예산

프로세스 개요

◦ 예산 편성은 개별 활동 또는 작업패키지별로 산정된 원가를 합산하여 승인된 원가 기

준선을 설정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성과를 모니터링 및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원가 기준선을 결정 하는 것이다.

◦ 프로젝트 예산에는 프로젝트 실행에 승인된 모든 자금이 포함된다. 원가 기준선은 시

간 단계별 프로젝트 예산의 승인된 버전이지만 관리 예비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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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목적

   개별 활동 는 작업 패키지별로 산정된 원가를 합산하여 승인된 원가 기

선을 설정하기 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작업분류체계: 4.3.12 산출물 참조

② 원가산정: 4.3.25 산출물 참조

③ 일정표: 4.3.23 산출물 참조

④ 프로젝트 계획서: 4.3.3 산출물 참조

⑤ 승인된 변경: 새로운 또는 개정된 원가 산정치, 활동 순서, 일정날짜, 자원요

구사항, 리스크대응 대안분석 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시 프로젝

트관리 계획서 및 기타 프로젝트 문서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

 (4) 프로세스 주요 출력물

① 예산: 예산은 승인된 버전의 시간 단계별 프로젝트 예산으로, 공식적인 변경 

통제절차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과에 대한 비교 기준으로 사용

된다. 여러 일정활동에 대해 승인된 예산의 총액으로서 개발된다. 이러한 활

동에 대한 활동원가 산정치가 관련 작업 패키지 원가로 합산된다. 작업 패키

지에 대해 산정된 작업 패키지 원가 산정치가 통제단위로 합산된다. 통제단위

의 총액이 원가 기준선(예산)을 구성한다. 원가 기준선을 구성하는 원가 산정

치는 일정활동에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S곡선 형태로 

표시되는 원가 기준선을 시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5) 예산 편성 방법

① 원가합산: 작업분류체계(WBS)에 따라 작업 패키지별로 원가 산정치를 합산

한다. 그런 다음, WBS의 상위 구성요소(예: 통제단위)로 범위를 확장하다가 

최종적으로 전체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패키지 원가 산정치를 합산한다. 

② 예비분석: 예산 예비분석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우발사태 예비비와 관리 예비

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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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가 판단: 응용분야, 지식영역, 전문분야, 산업 또는 유사 프로젝트에서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 판단은 예산 책정시 보완적으로 이용된

다. 이러한 전문지식은 전문교육, 지식, 기술, 경험 또는 훈련이 축적된 개인

이나 그룹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 판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출처로부

터 제공된다.                           

    •수행조직 내부의 다른 부서, 컨설턴트,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기술협회, 산

업 단체의 전문가를 활용한다.

④ 이력관계: 모수산정 또는 유사산정으로 이어지는 이력관계를 바탕으로 프로

젝트 특성(모수)을 사용하여 전체 프로젝트 원가를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모

델을 개발한다. 이러한 모델은 단순하거나(예를들어, 주거용 건물 시공은 평

방피트당 특정 원가에 바탕을 둠) 복잡(예를들어, 하나의 소프트웨어 개발 원

가 책정 모델에 각각 수많은 관점이 있는 다수의 개별 조정요인이 사용됨)할 

수 있다. 유사 및 모수모델의 원가와 정확도 모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⑤ 자금한도 조정: 프로젝트 자금을 집행할 때 자금한도에 맞춰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자금한도와 계획된 지출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지출비율이 평준화 되도

록 작업일정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작업에 필요한 

날짜 제약을 프로젝트 일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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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원가 통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7

프로세스 명 원가 통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진척데이터

프로젝트 계획서

예산

실제원가

예상원가

변경요청

시정조치

프로세스 개요

◦ 원가 통제 프로세스는 현 프로젝트 비용 관련 실정을 파악하고, 원가 기준선과 비교하

여 차이를 판별하며, 완료시점 추정원가 및 적절한 예방 또는 시정 조치 시행에 중점을 

두어, 비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원가 기준선 변경은 모두 변경 통제

에 따라 관리한다.

◦ 작업이 시작되면, 예산 원가, 실제 원가, 완료시점 추정원가(EAC, Estimate At 

Completion)를 포함하여 실적 자료를 누적한다. 원가 성과 평가를 위하여 공정상 작업

진행 이력 및 현재 / 향후 작업 완료 예정일 등 공정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계획 

미비, 범위 변경 예측 실패, 기술 문제, 장비 고장 또는 협력업체 문제와 같은 외부 요

인에 의하여 차이가 날 수 있다. 무엇이 원인이든 시정조치로 원가 기준선 변경 또는 

단기 복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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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예산과 실적의 비용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진척 데이터: 4.3.4 산출물 참조

② 프로젝트 계획서: 4.3.3 산출물 참조

③ 예산: 4.3.26 산출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실제원가: 실제원가(AC, Actual Cost)는 지정된 기간 동안 활동에서 수행한 

작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원가이다.

② 예상원가: 예상원가는 현재의 성과정보 및 예측당시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젝트에 발생할 상황과 이벤트를 산정한 것이다.

③ 변경요청서: 프로젝트 성과의 분석결과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의 원가기준선 

또는 기타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정조치: 원가기준선. 범위, 활동자원 또는 원가 산정치의 승인된 변경에 대

한 조치로 원가기준선에 변경이 적용된다. 

(5) 원가 통제 방법

① 획득가치관리: 획득가치관리(EVM, Earned Value Management)는 프로젝

트의 범위, 일정, 자원 측정치를 모두 결합하여 프로젝트 성과 및 진척률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프로젝트 성과측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

이다.

    •계획가치: 계획가치(PV, Planned Value)는 예정된 작업에 배정된 승인 예

산이다.

    •획득가치: 획득가치(EV, Earned Value)는 수행한 작업의 측정가치로, 작

업에 승인된 예산으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실제원가: 실제원가(AC, Actual Cost)는 지정된 기간동안 활동에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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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원가이다.

    •일정차이: 일정차이(SV, Schedule Variance)는 획득가치(EV)와 계획가치

(PV)간 차이로 표시되는 일정 성과의 척도이다. (수식: SV=EV-PV)   

    •원가차이: 원가차이(CV, Cost Variance)는 주어진 시점의 예산적자 또는 

흑자금액으로, 획득가치(EV)와 실제원가(AC) 간의 차이로 표시된다.(수식: 

CV=EV−AC) 

    •일정성과지수: 일정성과지수(SPI, Schedule Performance Index)는 획득

가치(EV) 대비 계획가치(PV)의 비율로 표시되는 일정 효율의 척도이다.(수

식: SPI=EV/PV)

    •원가성과지수: 원가성과지수(CPI, Cost Performance Index)는 예산자원

의 원가효율을 측정하는 지수이다.(수식: CPI=EV/AC)

계획가치, 획득가치 및 실제원가의 세가지 모수는 기간별 방식(일반적으로 

주간 또는 월간) 및 누적방식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다. 

<그림 8-6> 전통적 성과측정 방법과 획득가치방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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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측치: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프로젝트 팀은 프로젝트 성과를 근거로 완료

시점 예산(BAC, Budget At Completion)과 다를 수 있는 완료시점 산정치

(EAC)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8-7> 획득가치관리 용어 및 내용

③ 완료성과지수(TCPI, To-Complete Performance Index): 완료성과지수

(TCPI)는 지정된 관리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잔여 자원으로 달성해야 하는 원

가성과의 척도로, 미결작업의 완료원가 대비 잔여예산의 비율로 표시한다. 

TCPI 수식: (BAC–EV)/(BAC–AC)

④ 성과검토: 성과검토에서는 시간에 따른 원가성과, 예산이 초과되거나 미달된 

일정활동 또는 작업 패키지, 그리고 진행중인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정치를 비교한다. EVM이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결정된다. 

    •차이분석: EVM에 사용되는 차이분석은 원가차이(CV=EV–AC), 일정차이

(SV=EV–PV) 및 완료시점 차이(VAC=BAC–EAC)에 대한 설명(원인, 영향 

및 시정조치)이다. 

    •추세분석: 추세분석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프로젝트 성과를 분석하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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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 또는 저하 여부를 판별한다.                    

    •획득가치 성과: 획득가치 성과는 성과측정 기준선을 실제 일정 및 원가성과

와 비교한다. 

⑤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관리 소프트웨어는 세가지 EVM 지표

(PV, EV 및 AC)를 모니터링하여 그래픽 추세를 표시하고 가능한 최종 프로

젝트 결과의 범위를 예측하는데 자주 이용된다.

⑥ 예비분석: 원가통제 중 예비분석은 우발사태 예비비 및 관리 예비비의 상태

를 모니터링하여 프로젝트에 이러한 예비비가 여전히 필요한지, 혹은 추가 

예비비를 요청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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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리스크 식별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8

프로세스 명 리스크 식별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예산 편성

일정 수립 리스크 관리

대장

프로세스 개요

◦ 리스크 식별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도출하고 리스크별 특성을 

문서화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리스크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팀에 제공할 현존 리스크와 관련 지식 및 역량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 리스크 식별 활동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잠재적 리스크 

식별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에서 리스크가 진화되거나 새로운  리스크가 확

인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식별은 반복적인 프로세스이다. 각 주기에서 반복 빈도와 

관련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리스크 기술서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석과 대응책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에 프로젝트 팀이 반드시 참여하여 리스크 및 관련 리스크 대응 조치에 대

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 팀 외부 이해관계자들

이 추가적인 목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118

(2) 프로세스 목적

  리스크 식별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판별하고 리스크별 특

성을 문서화 하는 것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서: 4.3.3 산출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리스크 관리대장: 리스크 관리대장은 리스크 분석 및 리스크대응 계획수립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이다. 나머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계속 수행되고 

그 결과물이 추가되면서 수준과 유형면에서 리스크 관리대장의 정보가 점차 

증가한다. 리스크 관리대장 작성은 리스크 식별 프로세스에서 식별된 리스크 

목록(리스크기술서, 리스크의 근본원인 등) 및 잠재적 대응책 목록과 같은 정

보로 시작하며, 점차 다른 프로젝트관리 및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완성된다.

(5) 리스크 식별 방법

① 문서검토: 계획서, 가정, 과거 프로젝트 파일, 협약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 

프로젝트 문서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계획서들의 수준, 계

획서간 일관성, 프로젝트 요구사항 및 가정사항이 모두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② 정보수집 기법: 다음과 같은 정보수집 방법이 있다.

    •브레인스토밍: 팀원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브레인스토밍을 수

행한다. 자유로운 형식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이나 체계적인 집단인터뷰 기

법을 통해 조정자의 통솔아래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델파이기법: 델파이기법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프로젝트 리스크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이 기법에 참여한다. 조정자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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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용해 중요한 프로젝트 리스크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인터뷰: 경험이 풍부한 프로젝트 참여자, 이해관계자, 해당 주제그룹 전문

가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리스크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원인분석: 원인분석은 문제를 식별하고, 문제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개발하는 특수한 기법이다.

③ 체크리스트 분석: 과거의 비슷한 프로젝트 및 다른 여러 정보출처의 축적된 

이력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리스크 식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④ 가정 분석: 가정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

고, 가정의 부정확성, 불안정성, 불일치성 또는 불완전성으로 인해 초래될 프

로젝트 리스크를 식별한다.

⑤ 도식화 기법: 인과관계도, 프로세스 흐름도 및 영향관계도 등이 포함된다.

⑥ SWOT 분석: 내부적으로 발생한 리스크를 포함시켜서 식별된 리스크의 범위

를 확장하기 위해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SWOT)의 각 관점에서 프로젝트

를 검토하는 기법이다. 

⑦ 전문가 판단: 비슷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영역의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직접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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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ISO 21500 표준은 PMBOK®과 어떤 관계가 있지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ISO 21500 표준과 PMBOK® Guide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

니다. 두 표준은 다수의 프로젝트관리 단계 및 토픽에 의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직화된 프로세스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한 ISO 21500의 10개 주

제그룹들은 PMBOK® Guide 지식영역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ISO 21500은 ISO의 회원국들이 제정한 국제표준인 반면에 PMBOK® 

Guide은 미국의 국가표준이지만 전세계에 가장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ISO 21500 표준은 단지 44쪽(표지 및 부속서 제외한 본문만 30쪽)이

고,  PMBOK® Guide는 15배에 가까운 618쪽(표지 및 부속서 제외한 본문은 

461쪽) 이지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PMBOK® Guide와 

달리 ISO 21500 표준은 입력물과 주요 산출물만 규정하고, 도구 및 기법은 사

용자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ISO 21500는 39개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PMBOK® Guide는 47개 프

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O 21500의 33개 프로세스는 PMBOK® 

Guide와 직접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다음 8개 프로세스는 PMBOK® Guide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ISO 

21500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5.1 범위 관리 계획 / 5.5 범위 확인 / 6.1 일정 관리 계획           

• 7.1 원가 관리 계획 / 9.1 인적 자원 관리 계획       

• 12.1 리스크 관리 계획 / 13.2 이해 관계자 관리 계획 

• 13.4 이해 관계자 참여 통제

다섯째, ISO 21500는 PMBOK® Guide에는 없는 3개의 프로세스가 존재합니

다. 즉, 4.3.8 교훈 수집, 4.3.17 프로젝트 조직 정의, 4.3.19 자원 통제입니다. 

이 같은 상이점은 해당 프로세스가 없다기 보다는 프로세스의 내용이 유사한 

다른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ISO 21500의 교훈 

수집은 PMBOK® Guide의 종료 프로세스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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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리스크 평가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29

프로세스 명 리스크 평가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리스크 관리 대장

프로젝트 계획서

우선순위화 

된 리스크

프로세스 개요

◦ 리스크 평가는 리스크의 발생 확률과 영향을 평가하고 종합하여 심층 분석 및 조치를 

위한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프로세스이다. 

◦ 이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에 주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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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리스크의 발생확률과 영향을 평가하고 종합하여 심층분석 및 조치를 위한 리스

크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확인된 리스크가 전체 프로젝트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분석하는 것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리스크 관리 대장: 4.3.28 산출물 참조

② 프로젝트 계획서: 4.3.3 산출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우선순위화된 리스크: 프로젝트에 최대 위협 또는 최대 기회가 될 리스크들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우발사태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들

과 주공정 경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들을 포함한다.

(5) 리스크 분석 방법

① 정성적 분석: 리스크확률-영향평가는 리스크확률 평가를 통해 특정 리스크

의 발생 가능성을 조사한다. 리스크 영향 평가에서는 일정, 원가, 품질 또는 

성과 등의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위협의 

부정적 영향과 기회의 긍정적 영향이 모두 포함된다. 식별된 각 리스크에 대

해 확률 및 영향을 평가한다. 확률 / 영향 매트릭스 예는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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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리스크 정성적 확률/ 영향 매트릭스 예

② 리스크 범주들과 관련된 전문가로 선별된 참여자들과 회의나 인터뷰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팀원과 프로젝트 외부의 지식인들이 참

여자에 포함된다. 회의나 인터뷰를 통해 각 리스크의 발생 확률과 리스크가 

각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할당된 수준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가정을 포함하여 상세한 설명도 기록한다. 리스크 관리 계획서에 기술된 정

의에 따라 리스크에 대한 확률 및 영향의 등급을 매긴다. 확률등급이 낮은 리

스크는 리스크 관리 대장의 향후 모니터링 목록에 추가한다.             

③ 리스크 관련 데이터가 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리스

크에 대한 데이터평가와, 불확실성의 영향에 가장 민감한 프로젝트 영역을 

판별하기 위해 리스크 분류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얼마나 긴급하게 대

응해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리스크 긴급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데이터 수집 및 표현 기법: 인터뷰와 확률분포 기법을 이용하거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속확률분포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구성

요소의 원가 및 일정활동 기간 등과 같은 값에서 불확실성을 파악할 수 있다.



124

⑤ 분석 및 모델링 기법: 민감도 분석은 프로젝트에 잠재적 영향력이 가장 큰 리

스크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고, 프로젝트 목표에서 벗어난 차이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차이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⑥ 금전적 기대값 분석: 금전적 기대값(EMV, Expected Monetary Values) 분

석은 미래에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시나리오가 포함될 때 평균적인 결

과를 산출하는 통계적 개념이다(즉, 불확실성을 전제로한 분석). 일반적으로 

기회에 대한 EMV는 양수값으로, 위협에 대한 EMV는 음수값으로 표시한다. 

EMV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지도 추구하지도 않는 리스크 중립 가정이 필요

하다. 프로젝트에 대한 EMV는 가능한 각 결과값에 발생 확률을 곱한 후 구

해진 값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분석기법은 의사결정 트리분석에 흔히 

사용된다.

<그림 8-9> 의사결정 나무 (Decision Tree)의 기본적 모델

⑦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에는 상세한 수준의 프로젝트 불

확실성을 프로젝트 목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으로 환산하는 모델을 사용한

다. 대개 몬테칼로기법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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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 PERT Master를 이용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⑧ 전문가 판단: 원가 및 일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확률을 평가하

고, 도구에 들어가는 투입물(확률 분포 등)을 정의하는데 전문가 판단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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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ISO 21500 표준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표준인가요?

모든 국제표준이 인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ISO 21500도 인증을 목

적으로 하는 표준은 아닙니다. ISO 21500은 프로젝트관리의 개념 및 프로세스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ISO 21500은 품질, 환경, 안전 등 ISO의 다른 경영시스템 표준처럼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업 경쟁력 및 프로젝트 수행의 성공을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표준입니다.

그렇지만, 국제표준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표

준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지, ISO 21500의 표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실적과 증빙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과 관계없이 국제표준을 잘 활용하는 것이 실력이

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7

프로세스(4.3)

8.29 리스크 대처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0

프로세스 명 리스크 대처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리스크 관리대장

프로젝트 계획서

리스크 대응

계획

변경 요청

프로세스 개요

◦ 리스크 대처는 프로젝트 목표에 위협적인 요인은 경감시키고 목표달성 기회는 증대시

킬 수 있는 대안과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필요할 때 

예산, 일정 및 프로젝트관리 계획에 자원과 활동 을 추가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리스

크에 대응하는 것이다.

◦ 리스크 대처는 리스크를 처리할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하고, 이와 같은 대처가 당초 계획

한대로 사람과 자금이 올바로 진행되는 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리스

크에 대한 대응방법이 리스크의 중요도에 따라 집행이 되는지, 또한 비용 효율적으로 

리스크가 해결되고 있는지, 또는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편 

대처하는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리스크 대처에는 리스크 방지대책, 최소화 방안, 리스크 우회방안 등이 있으며, 만약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대응하는 비상계획의 수립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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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로젝트 목표에 인 요인은 경감시키고 목표달성 기회는 증 시킬 

수 있는 안과 조치를 개발하기 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리스크 관리대장: 4.3.28 산출물 참조

② 프로젝트 계획서: 4.3.3 산출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리스크 대응 계획: 리스크 대처 수행결과로 갱신될 수 있는 프로젝트관리 계

획서의 일부 예이다.

    •일정관리 계획서: 일정 전략 갱신뿐 아니라 자원부하 및 평준화 관련 허용

한도 또는 행위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원가관리 계획서: 예산전략과 우발사태 예비비 집행방법에 대한 갱신 및 원

가회계, 추적 및 보고 관련 허용한도 또는 행위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문서에 대한 갱신 및 요구사항, 품질보증, 품질

통제 관련 허용한도 및 행위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조달 관리 계획서: 리스크의 대응결과로 발생한 제작-구매 결정 또는 계약형

식 수정 등의 전략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 관리 계획서의 갱신된다.

    •인적자원관리 계획서: 리스크의 대응결과로 발생한 자원업무량에 대한 갱신

뿐 아니라 팀원 배정 관련 허용한도 또는 행위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범위 기준선: 리스크 대응에 따른 새로운 작업 또는 수정되거나 생략된 작

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범위 기준선의 갱신이 포함될 수 있다.

    •일정 기준선: 리스크 대응에 따른 새로운 작업(또는 생략된 작업)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준선을 갱신이 포함될 수 있다.

    •원가 기준선: 리스크 대응에 따른 새로운 작업(또는 생략된 작업)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가 기준선을 갱신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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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젝트 문서갱신: 리스크 대응 계획수립 프로세스에서 필요에 따라 여러 프

로젝트 문서를 갱신한다. 예를들어, 적절한 리스크 대응책이 채택되어 합의

되면 리스크 관리 대장에 포함시킨다. 

(5) 리스크 대처 방법: 여러 가지 리스크 대응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리스크에 

가장 효과적인 단독전략 또는 몇 가지 통합전략을 선별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

에 따라 기본전략 및 보조전략을 포함하여 선별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

를 강구한다. 선별된 전략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용 가능한 리스크가 발

생하는 경우, 구현할 대체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 2차 리스크도  검토해야 한

다. 2차 리스크는 리스크 대응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리스크이다. 종종 

시간 또는 원가에 대해 우발사태 예비비가 할당된다. 예비비가 책정된 경우, 

사용할 원인이 되는 상황을 식별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부정적 리스크 대응방안: 회피, 완화, 전가, 및 수용

    •긍정적 리스크 대응방안: 활용, 향상, 분담, 및 수용

    •우발사태 대응전략: 일부 대응책은 일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에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리스크의 경우, 프로젝트 팀에서 계획실행을 착수하기에 충분한 경고가 될 

것이라 믿는 경우, 미리 정의한 특정조건에서만 실행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중간 마일스톤 누락 또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공급업체 확보 등과 같이 우발

사태 대응을 유발하는 사건들을 정의하고 추적해야 한다. 이 기법으로 식별된 리스

크 대응책을 대개 우발사태 계획 또는 대체방안이라고 하며, 계획의 실행을 촉발하

는 사건들이 포함된다.

① 전문가 판단: 정해진 특정 리스크에 취할 조치에 정통한 관련자가 제공하는 

투입물이다. 리스크 대응책 강구에 유용한 전문교육, 지식, 기량, 경험 또는 

훈련을 쌓은 모든 집단이나 개인이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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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통제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된 리스크 대응을 위해 프로젝트 생애주기

에 걸쳐 리스크에 대한 접근방식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계획되어 리스크 관리 대

장에 포함된 리스크 대응책이 프로젝트 생애주기 동안 실행되고 있어도 새로 발생하거

나 변경되는 리스크 또는 시기가 지난 리스크 확인을 위해 프로젝트 작업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과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차이분석, 추세분석과 같

은 기법이 리스크 통제 프로세스에서 활용된다. 리스크 통제 프로세스의 다른 목적은 

프로젝트 가정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 분석이 평가된 리스크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철

회가 가능함을 보여주는지 여부,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및 현재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원가 또는 일정에 대한 우발사태 예비비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8.30 리스크 통제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1

프로세스 명 리스크 통제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리스크 관리대장

실적 데이터

프로젝트 계획서

리스크 대응

변경요청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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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요

◦ 리스크 통제에는 대안적 전략선택, 우발사태 또는 대체방안 실행, 시정조치 수행 및 

프로젝트관리 계획 수정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리스크 대응 책임자는 계획의 효과, 예

기치 않은 모든 결과,  리스크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정 사항을 주기

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프로젝트에서 습득한 교훈 데이터베이스, 리스크 관리 템플릿을 포함한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향후 프로젝트를 위해 갱신하는 조치도 리스크 통제에 포함된다.

(2) 프로세스 목적

  프로젝트 전반에서 리스크 대응 계획을 구현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추적하며 잔

존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 처리를 평가하기 위

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리스크 관리대장: 4.3.28 산출물 참조

② 실적 데이터: 간단한 실적 데이터로는 범위, 원가, 일정, 품질의 완료율로부

터 상세한 실적 데이터로는 과거 성과분석 데이터, 프로젝트 예측치 분석데

이터(시간, 원가포함), 리스크 및 이슈의 현황, 해당 기간에 완료된 작업, 다

음 기간까지 완료될 작업, 해당 기간에 승인된 변경사항 요약 및 검토 및 논

의해야할 기타 관련 정보가 될 수 있다.

③ 프로젝트 계획서: 4.3.3 산출물 참조

④ 리스크 대응 계획: 4.3.30 산출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변경요청서: 우발사태계획 또는 임기응변대응 실행결과로 변경요청이 제기되

며, 권장하는 시정조치와 예방조치가 변경요청에 포함되기도 한다.

② 시정조치: 시정조치는 프로젝트 작업의 성과가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와 일치

하도록 재조정하는 활동이다. 우발사태 계획과 임기응변대응이 시정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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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임기응변대응은 초기에 계획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식별되지 않았

거나 수동적으로 수용된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조치이다.

(5) 리스크 통제 방법

① 리스크 재평가: 리스크 통제 과정에서 종종 새로운 리스크가 식별되고, 현재 

리스크가 재평가되고 시기가 지난 리스크를 종결하는 일이 발생한다. 프로젝

트 리스크 재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적절한 반복 횟수와 상세수

준은 목표대비 프로젝트의 상대적 진행률에 따라 결정된다.

② 리스크 심사: 식별된 리스크와 그 원인을 처리함에 있어 리스크 대응책의 효

과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효과를 평가하여 문서화 한다. 프로젝트의 리스

크관리 계획서에 명시된대로 적절한 주기로 리스크 심사가 수행되는 것을 관

리할 책임이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있다. 정기적인 프로젝트 검토회의에 리스

크 심사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 리스크 심사회의를 열 수도 있다. 심사

를 수행하기 전에 심사의 형식과 목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③ 차이 및 추세분석: 많은 통제 프로세스에서 차이분석을 활용하여 예상결과를 

실제 결과와 비교한다. 리스크 통제 목적으로, 성과정보에 근거하여 프로젝

트 실행의 추세를 검토해야 한다. 전체 프로젝트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획득가치분석과 기타 프로젝트차이 및 추세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 완료시 원가 및 일정목표로부터 잠재적 

차이를 예측할 수 있다. 기준선 계획에서 벗어난 차이는 위협 또는 기회의 잠

재적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④ 기술적 성과측정: 프로젝트 실행중 실제 기술적 성과를 정해진 기술적 성취

일정과 비교한다. 이때 목표대비 실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즉 수치

로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술적 성과척도를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적 성과척도에는 중량, 거래횟수, 결함이 있는 인도물 수, 저장용량 등이 포

함될 수 있다. 마일스톤에 예정된 기능초과 또는 미달을 보이는 차이는 프로

젝트의 범위달성 성공률을 예측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⑤ 예비분석: 프로젝트 실행 전반에 걸쳐, 예산 또는 일정 우발사태 예비비에 긍



133

프로세스(4.3)

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비분석에서는 

프로젝트의 임의시점에서 남은 예비비가 적합한지 판별하기 위해 잔존리스크

의 양을 잔존우발사태 예비비의 양과 비교한다.

⑥ 회의: 정기적인 현황회의의 제 항목에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

다. 이 항목에 필요한 시간은 식별된 리스크, 리스크 우선순위 및 대응난이도

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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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품질 계획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2

프로세스 명 품질 계획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품질 요구조건

품질 정책

승인된 변경

품질 계획

프로세스 개요

◦ 품질 계획은 프로젝트 및 인도물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과 표준을 식별하고, 프로젝트

가 품질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할 방법을 문서화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의 

주요 이점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품질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품질 계획은 나머지 계획수립 프로세스와 병행하여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별된 

품질 표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도물에 변경이 제안되는 경우, 비용 또는 일정 조정,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리스크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 여기에서 설명하는 품질관리 계획 수립 기법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자주 사용 되는 기

법들이다. 특정 프로젝트 또는 일부 응용분야에 유용한 그밖의 기법들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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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2) 프로세스 목적

  프로젝트 및 인도물에 대한 품질요구사항과 표준을 식별하고, 프로젝트가 품질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할 방법을 문서화하기 위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서: 4.3.3 산출물 참조. 

② 품질 요구조건: 품질 요구조건에는 이해관계자 기대사항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서 충족시킬 품질 요구사항을 기술되어 있고, 프로젝트(제품포함) 및 품질 요구사

항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요소가 이 조건에 포함된다. 기술된 품질 요구사항은 프

로젝트 팀이 프로젝트에서 품질 통제를 구현하는 방법을 계획하는데 활용된다.

③ 품질 정책: 최고경영진이 승인하는 수행조직의 절차 및 지침으로서 품질관리 

방법 구현에 대한 조직의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④ 승인된 변경: 4.3.6 산출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품질 계획: 조직의 품질 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한 문서로서, 프로젝트 

관리 팀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

는 방법도 품질관리 계획서에 명시된다. 품질 계획서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

적 문서이며, 상세하게 혹은 요약해서 기술할 수 있다. 품질 계획서의 양식과 

상세도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프로젝트 초기에 품질관리 계

획서를 검토하여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결정이 내려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의 이점으로는 프로젝트 가치체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것과 

재작업으로 발생하는 일정초과 빈도와 원가절감 등을 할 수 있다.

(5) 품질 계획 방법

① 품질 비용: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요구사항

에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적합성평가, 요구사항에 미달(재작업)로 인해 제품 생

애주기 전반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실패비용은 대개 내부 원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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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에 의해 발견)와 외부원가(고객에 의해 발견)의 두가지 범주로 나눈다. 

실패원가를 불량품질이라고도 한다.

② 비용-편익분석: 품질 단계의 원가와 예상편익을 비교한다.

③ 벤치마킹: 실제 또는 예정된 프로젝트 실무사례를 유사한 프로젝트의 실무 

사례와 비교하여 모범적인 실무사례를 식별하고, 개선책을 구상하여, 성과측

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④ 실험계획법: 개발 또는 생산중인 제품이나 프로세스의 특정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통계학적 기법이다. 품질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 중에 테스트 횟수 및 유형, 각각이 품질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데 실험계획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통계적 표본 추출: 통계적 표본 추출에는 모집단에서 검사대상 표본을 선별

하는 일이 수반된다. 품질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 중에 표본주기와 크기를 

결정하여 테스트 횟수, 예상 불량품 등을 품질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 부가적 품질기획 도구: 그 밖의 품질기획 도구를 사용하여 품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효과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은 기타 품질

기획 도구의 일부 예이다.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기법             

    •역장분석(Force Field Analysis): 변경에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을 보

여주는 분석도   

    •명목집단기법: 작은 집단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안한 후 

큰 집단에서 검토하는 기법

⑦ 회의: 프로젝트 팀에서 품질관리 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한 기획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스폰서, 선별된 프로젝트 팀원과 이해관계자, 

프로젝트 품질관리 활동, 즉 품질관리 계획 수립, 품질 보증 또는 품질 통제 등의 

수행을 담당할 모든 실무자, 그 밖에 필요한 인원이 모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⑧ 7대 기본품질도구: PDCA 주기내에서 품질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QC 

도구라고도하는 7대 기본 품질 도구가 사용된다. 여기에는 인과관계도, 흐름

도, 점검기록지, 파레토도, 히스토그램, 관리도 및 산점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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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프로세스 개요

◦ 품질 보증 이행은 적절한 품질 표준 및 운영적 정의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 통제의 측정결과 및 품질 요구사항을 심사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품

질관리 프로세스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다. 

◦ 품질 보증 수행 프로세스에서는 프로젝트 품질관리 계획서에 정의되어 있는 예정된 체

계적 조치와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품질 보증을 통해 향후 산출물 또는 미완성 산출물

(또는 진행 중 작업)이 지정된 요구사항과 기대사항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완료될 것이

라는 확신을 높일 수 있다.  

◦ 품질 보증 수행은 기획 프로세스를 통해 결함을 예방하거나 구현 작업 진행단계에서 

결함을 탐지함으로써 품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품질 보증 수행은 품질 

계획 및 품질 통제 프로세스 도중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행 프로세스이다.

8.32 품질 보증 수행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3

프로세스 명 품질 보증 수행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품질 계획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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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요

◦ 가끔 품질 보증 부서 또는 유사한 조직에서 품질 보증 활동을 감독한다. 부서 명칭에 

관계없이 프로젝트 팀, 수행조직의 경영진, 고객 또는 스폰서, 그리고 프로젝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 외 다른 이해관계자가 품질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품질 보증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의 길잡이, 즉 모든 프로세스 성능 개선

을 유도하는 반복적 수단도 제공한다.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낭비를 줄이고 

가치를 부가하지 않는 활동을 제거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수행 효율과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2) 프로세스 목적

  적절한 품질표준 및 운영적 정의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 통제의 

측정결과 및 품질 요구사항을 심사하여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함에 있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품질 계획: 품질 계획서는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문서로서 조직의  

품질 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프로젝트관리 팀은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품질관리 계획서에 

명시한다. 품질관리 계획서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문서이며, 상세하게 혹

은 요약해서 기술할 수 있다. 품질관리 계획서의 양식과 상세도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프로젝트 초기에 품질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정

확한 정보를 근거로 결정이 내려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의 이점

은 프로젝트 가치 제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것과, 재작업으로 발생하는 

일정초과 빈도와 원가절감 등을 들 수 있다.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변경요청: 권장하는 개선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하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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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5) 품질 보증 수행 방법

① 품질관리 및 통제도구: 품질 보증 수행 프로세스에서는 품질관리 및 품질 통

제 계획수립 프로세스의 도구와 기법을 사용한다.            

    •친화도: 문제에 대해 사고의 구조적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친화도는 마인드매핑기법과 유

사하다.

    •프로세스결정 프로그램 차트(PDPC):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와 

관계 속에서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다. 프로젝트 팀이 목표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간단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PDPC는 우

발사태 계획수립 방법으로 유용하다.

    •연관관계도: 관계도의 한가지 형태이다. 연관관계도는 최대 50가지 관련 항

목들에 대한 논리적 관계가 얽혀 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계통도: 작업분류체계(WBS), 리스크분류체계(RBS), 조직분류체계(OBS) 

등의 계층구조 분류체계를 표시하는데 계통도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 계통도는 일련의 체계적 규칙을 이용하여 중첩관계를 정의하는 계

층구조에서 상하관계를 도식으로 제시하는데 유용하다. 수평구조(예: 리스

크 분류체계) 또는 수직구조(예: 팀 분류체계 또는 OBS)로 계통도를 작성할 

수 있다.    

    •우선순위 매트릭스: 실행을 위한 일련의 결정사항들로 우선순위를 지정할 

주요 이슈와 적절한 대안을 식별한다. 대안의 순위를 매기는 수치를 산출하

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에 기준을 적용하기에 앞서 기준에 우선순위와 가

중치를 적용한다.                       

    •활동네트워크도: 화살표기도에서 이름이 바뀐 활동 네트워크도에는 화살표

기활동(AOA, Activity-On-Arrow)과 네트워크도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노드표기활동(AON, Activity-On-Node)이 모두포함된다. 활동 네트워크

도는 프로그램평가 및 검토기법(PERT), 주공정법(CPM), 선후행도형법

(PDM) 등과 같은 프로젝트 일정수립 방법과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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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도: 매트릭스로 생성된 조직구조 내에서 데이터분석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품질관리 및 통제도구로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행과 열사이에 존재

하는 다양한 요인, 원인 및 목표들간 관계의 강도를 보여주는데 사용된다.

② 품질심사: 품질심사는 프로젝트 활동이 조직의 정책과 프로젝트 정책, 프로세

스 및 절차를 따르는지 판별하기 위해 수행하는 체계적이며 독립적인 프로세스

이다.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후속작업의 결과로 품질 비용(COQ, Cost Of 

Quality)이 절감되고 스폰서나 고객의 프로젝트 제품 인수율이 증가해야 한다. 

③ 프로세스 분석: 프로세스 분석에서는 프로세스 개선 계획서에 기술된 단계에 

따라 필요한 개선사항을 식별한다. 문제를 식별하고, 문제를 초래하는 근본

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개발하는 특수한 분석기법인 원인분석도 

프로세스 분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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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PM에게 물어보세요

Q15 ISO 21500 표준은 향후 산업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날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기, 정치, 환경, 문화 등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도 변하고, 소비자도 변하고, 이해관계자도 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하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하

여 수없이 많은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축소를 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

을 개척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고, 사업

은 점차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점차 멀티기능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원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 예상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고, 수행하

고 있는 각 프로젝트의 성공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이

나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별 특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프로젝트관리 기법을 활용해야 하고, 사회 전반에서도 프로젝트관리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모든 일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에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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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통제 수행은 품질관리 활동의 실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면서 성과를 평가

하고 필요한 변경을 권고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의 주요 이점은 빈약한 프로

세스 또는 제품 품질의 원인 식별과 그러한 원인을 제거할 조치이행 또는 권고와 프로

젝트 인도물과 작업이 이해관계자가 최종 인수 요건으로 명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검증하는 것이다.

◦ 품질 통제 수행 프로세스에서는 일련의 운영 기법과 태스크를 사용하여 인도된 산출물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지 확인한다. 품질 보증은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 이해

관계자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수행하고, 품질 통제는 프로

젝트 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스폰서 및 고객의 기준이 충족됨

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8.33 품질 통제 수행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4

프로세스 명 품질 통제 수행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진척데이터

인도물

품질 계획

품질 통제 측정

검증된 인도물

검수 보고서

변경요청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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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요

◦ 프로젝트관리 팀에서 품질 통제 산출물에 포함된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통계적 통제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좋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용어 상에서 

용어 간 차이도 알고 있으면 유용하다.

  ▪예방(자체 오류 방지)과 검사(고객에게 오류 인도 방지)

  ▪계수형 표본추출과 계량형 표본추출

  ▪허용오차와 통제한계

(2) 프로세스 목적

  품질 통제 수행의 목적은 품질관리 활동의 실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면서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변경을 권고하기 위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진척데이터: 작업이 시작된 활동, 활동의 진행상황(예: 실제기간, 잔여기간, 

실제달성률), 완료된 활동 등과 같은 프로젝트 진척에 관한 정보를 가리킨다.

② 인도물: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기 위하여 생산해야 하는 측정 

가능하고 가시적이며 확인이 가능한 산출물, 또는 결과. 종종 고객이나 프로

젝트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도물을 의미하는 외부 인도물이라는 축

소된 의미로도 사용된다.

③ 품질 계획: 4.3.32 출력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출력물

① 품질 통제 측정: 품질 통제 측정치는 품질 통제 활동의 결과물로서 수행조직

의 표준 또는 지정된 요구사항 대비 프로젝트 프로세스의 품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② 검증된 인도물: 품질 통제 측정치를 통해 측정치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프로세

스들을 비교하여 실측치를 확인함으로써 인도물의 정확도를 판별하여 나온 

최종 결과물이 검증된 인도물이다.

③ 검사보고서: 다양한 통제프로세스에서 수집되어 관련 영역들의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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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분석되고 통합되는 성과보고서이다. 거부원인 또는 재작업이나 프

로세스 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같은 프로젝트 요구사항 충족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된다.

④ 변경요청서: 권장하는 개선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

를 취하거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변경요청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시정조치: 프로젝트 작업의 성과를 프로젝트관리 계획과 맞추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활동.

 (5) 품질 통제 방법: 품질 보증 수행 프로세스에서는 품질관리 및 품질 통제 계획

수립 프로세스의 도구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4.3.33 품질 보증 수행 방

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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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요

◦ 조달 계획 수립은 프로젝트 조달 결정사항을 문서화하고, 조달 방식을 구체화하며, 참

여자격을 갖춘 판매자를 식별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 세스의 주요 이점은 외부에

서 조달할지 여부와 외부 조달의 경우 확보 대상, 확보 방법, 필요한 양,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 조달 계획 수립 과정에서 프로젝트 조직 외부에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물을 획득하

여 가장 잘 충족할 수 있거나 충족해야 할 프로젝트 요구사항 과 프로젝트 팀에서 달성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식별한다. 수행조직 외부로부터 프로젝트 

성과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 및 결과물을 확보하는 프로젝트에서는 획득할 각 품목별

로 조달 계획 수립부터 조달 종료까지의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8.34 조달 계획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5

프로세스 명 조달 계획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자체 역량 및 역량

기존 계약

자원 요구사항

리스크 등록대장

조달 계획

우선협상 

대상자 목록

자체생산/ 

구매 결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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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 계획 수립 프로세스 동안 프로젝트 일정 요구사항이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달 계획서를 개발하는 동안 내려진 의사결정은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주

며, 일정 개발, 활동자원, 제작-구매 분석과 통합된다.

◦ 조달 계획 수립 프로세스에서 각 제작-구매 분석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평가한다. 또한 

리스크 회피 또는 완화, 때로 리스크 전가와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사용할 계약 유형도 

검토해야 한다.

(2) 프로세스 목적

  제품, 서비스 및 결과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잠제적인 판매자를 식별하기 위함

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서: 4.3.3 출력물 참조

② 자체 능력 및 역량: 외부에서 구매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조직의 

장기전략, 예산제약, 프로젝트 조직의 관점 및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요구 및 

향후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자원 및 설비의 능력과 함께 인적자원의 역량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기존계약: 인력이나 자재를 외부에서 조달할 시, 편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

리 단위당 금액을 결정하는 단가계약과 같은 별도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공

사의 단위마다 소요재료의 수량이나 직종별, 공사류 등의 견적에 따라 제반 

단가를 표시하는 계약방식을 가리키며, 공사완료 단계에서 예측되는 실제 수

량에 계약상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얻는 금액의 총계가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단가에는 직접경비 외에 일반 관리비, 이익, 기타 간접비가 포함되

므로 전체 견적된 공사 수에 간접경비나 이익이 각 항목의 단가로 분할된다.  

④ 자원요구사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적자원, 설비, 자재 등

에 대한 역량수준, 소요량 등의 요구사항을 지칭한다.

⑤ 리스크 관리대장: 리스크 관리대장은 리스크 분석 및 리스크 대응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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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기록하는 문서로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계속 수행되고 그 결과물

이 추가되면서 수준과 유형면에서 리스크 관리대장의 정보가 점차 증가한다. 

 (4) 프로세스 주요 출력물

① 조달 계획: 조달 계획은 프로젝트 팀이 상품과 서비스를 수행조직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조달문서 작성부터 계약종결에 이르기까지 조달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② 우선협상 대상자 목록: 프로젝트 팀은 유자격 판매자 목록을 인터넷, 자료사

전, 관련현지협회, 무역 카달로그 및 유사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일부 또는 

모든 가망성 있는 잠재적 우선협상 대상자에게는 관심이 있는지의 여부를 의

사결정하기 위해 조달문서(입찰초청서, 제안요청서, 견적요청서, 입찰고지서 

및 계약자 초기응답)가 보내질 수 있다.

③ 자체생산/구매결정 목록: 프로젝트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프로젝트 팀에

서 개발할지 또는 획득할지를 적어놓은 목록이다. 이 목록에 대한 의사결정은 

후속 조달활동이 다양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나타낼 경우 반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5) 조달 계획 방법

① 제작-구매분석: 제작-구매분석은 특정 작업을 프로젝트 팀이 수행하는 것이 

최상인지 또는 외부 공급자로부터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관리기법이다. 또한 다른 작업의 투입으로 가용이 여의치 않은 경

우에도 발생한다. 

② 예산제약: 예산제약에 의해 구매결정을 내린 후에는 원가를 감안 구매와 임대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예를들어, 구매분석에서는 제품구입에 실제 소요되는 

현금 지급비용과 구매프로세스 및 구매품목지원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③ 계약유형: 구매자와 판매자간 리스크분담을 토대로 적절한 계약유형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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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시에 특정 계약약관을 근거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돌아갈 리스크의 

정도를 공식화 한다. 판매자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기준을 수립하

거나 수정하는 데에도 전문가의 판단이 활용될 수 있다. 

④ 시장조사: 조달 팀은 회의, 온라인 검토 및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 및 특정 판매업체의 역량을 검토하는 일이 포함된다.

⑤ 회의: 참여자격을 갖춘 입찰업체와 추가적인 정보교환 회의없이 조사만으로 

조달 전략을 세우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참여자격을 갖춘 

입찰자와의 협업은 자재 또는 서비스 구매조직에도 유리하며, 공급업체도 접

근방식 또는 제품에 상호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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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8.35 공급자 선정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6

프로세스 명 공급자 선정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조달 계획
우선협상 대상자 
목록
공급자 제안서
자체생산/구매결
정 목록

정보제안서/입찰
/제안 또는 견적
계약 또는 발주
선정된 공급자 
목록

프로세스 개요

◦ 업체 선정은 대상 판매자를 모집하여 판매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세스이

다. 이 프로세스의 주요 이점은 체결된 협약을 통해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사

항을 조율하는 것이다. 

◦ 업체 선정 프로세스에서 팀은 입찰서나 제안서를 받고, 사전에 정의된 선정 기준을 적

용하여 작업수행 능력과 자격을 갖춘 판매자를 하나 이상 선정한다.

◦ 주요한 조달품목에 대해 대상 판매자를 모집하고 판매자 응찰을 평가하는 전반적 프로

세스를 반복할 수 있다. 예비 제안서를 토대로 간략한 적격 판매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설명된 도구와 기법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해서 사용하여 판매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중 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표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단독 판매자 선정

  ▪각 제안서에 지정된 가중치 평가 점수로 모든 제안서의 등급을 매겨서 협상순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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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입찰서 및 제안서를 받은 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이 있는 적절한 판매자 

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조달 계획: 프로젝트 팀이 상품과 서비스를 수행조직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

법을 기술한 문서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조달문서 

작성부터 계약종결에 이르기까지 조달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이다.

② 우선협상 대상자 목록: 4.3.35 출력물 참조

③ 공급자 제안서: 제안서는 판매자가 작성하는 문서로서, 조달관련 문서에 기술

된 요청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제공할 판매자의 능력과 의향이 기술되어

야 한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부합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해

당 계약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자체생산/구매결정 목록: 4.3.35 출력물 참조

 (4) 프로세스 주요 출력물

① 정보요청서: 발주서를 계획하는 고객이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계약자에

게 요청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문서이다.

② 제안서: 조달 문서에 명시된 요구되는 자재, 제품, 물품 또는 서비스을 제공

하고자 하는 판매자의 능력과 의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판매자가 작성한 문

서이다. 제안서는 해당 조달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며, 계약 원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판매자 제안서는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구매자의 요청을 제

공하도록 구성된다. 판매자는 제안된 인력 및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

가적인 평가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구두설명으로 제안서을 보충할 수 있다.

③ 계약 또는 발주: 계약은 상호간에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서 공급자는 명시된 

제품을 제공하고, 구매자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④ 선정된 공급자 목록: 판매자는 계약 생애주기 동안 처음에는 입찰자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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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된 공급자로, 그리고 다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선정된 공급업체 또는 판매

업체라는 형태로 보여진다.

(5) 공급자 선정 방법

① 입찰자 회의: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에 앞서 참여자격을 갖춘 모든 판매자

와 구매자가 참석하는 회의로서, 참여자격을 갖춘 모든 판매자에게 조달요구

사항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특혜를 받는 입찰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이다.

② 제안서 평가기법: 판매자가 미리 정한 가중치를 기준으로 응찰서를 평가하여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법이다.

③ 독립산정: 많은 조달품목에 대해, 제안된 응찰에 대한 기준값으로 사용할  산

정치를 독자적으로 산출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가) 산정을(추정) 한 값이다. 

④ 전문가 판단: 제안서를 평가하는데 조달문서와 제안된 계약분야에 분야별 전

문성을 갖춘 여러 분야 심사 팀에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

약체결, 법률, 재무, 회계, 엔지니어링, 설계, 연구, 개발, 판매, 제조 등의 

직능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다.

⑤ 광고: 신문 또는 무역관련 출판물 등의 일반간행물에 광고를 실어서 기존의 

참여자격을 갖춘 판매자 명단을 확장할 수 있다. 일부 조직에서는 온라 인자

원을 활용하여 판매업체들에게 입찰을 공지하는 것이다.

⑥ 분석기법: 요구조건이 충족 가능하고 실제로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 판매업체

가 조직에서 원하는 최종 상태의 공급준비가 되었는지 파악하고 정해진 예산

범위의 원가를 결정하고 변경으로 인한 원가초과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분석기법이 활용된다.

⑦ 조달협상: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매체계, 

요구사항 및 기타조건을 명확히 하고 모든 합의사항을 최종계약서에 포함시

키기 위해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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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요

◦ 조달 관리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조달 관계를 관리하고 계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 및 수정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법적 협약의 조

항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성과가 조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 계약 관계의 법적 특성 때문에 프로젝트관리 팀은 조달통제 과정에서 취하는 조치의 

함축된 법적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조직의 구조가 수시로 변하므로 많은 조직에

서는 계약행정업무를 프로젝트 조직과 분리하여 행정 기능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 조달 통제는 계약 관계에 적절한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프로세스의 산출

물을 전체 프로젝트관리에 통합하는 일을 포함한다. 

8.36 조달 관리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7

프로세스 명 조달 관리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조달 계획

우선협상 

대상자 목록

공급자 제안서

자체 생산/ 구매 

결정 목록

정보ㆍ제안서ㆍ

입찰ㆍ제안 또는 

견적

계약 또는 발주

선정 업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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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프로세스 개요

◦ 조달 통제 프로세스에서는 판매자가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또는 계약서를 준수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문서화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마련한다. 성과검토 결과는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 작업에 판매자가 적합한지, 판매자의 역량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계약 종료 전에 협약의 변경통제 조항에 따라 상호합의 아래 언제든지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정 내용을 문서에 기록한다.

(2) 프로세스 목적

  법적 협약의 조항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서 요구하는 성과가 조달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조달 계획: 4.3.35 산출물 참조

② 우선협상 대상자 목록: 4.3.35 산출물 참조

③ 공급자 제안서: 4.3.36 투입믈 참조

④ 자체 생산 / 구매 결정 목록 :제작생산-구매결정 목록은 특정 작업을 프로젝

트 팀이 수행하는 것이 최상인지 또는 외부 공급자로부터 구매할지 여부가 

결정되어진 목록이다. 때로는 프로젝트 조직 내부에 역량이 있어도 이미 다

른 프로젝트의 작업에 투입된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정해진 기한을 맞추려

면 불가피하게 외부 조직에서 인원을 동원해야 할 수 있다. 예산 제약도 생산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매 결정을 내린 후에는 구매와 임대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제작-구매 분석에서는 직접비와 간접 지원비를 포함

하여 관련된 모든 원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 분석에서는 제품 

구입에 실제 소요되는 현금 지급 비용과 구매 프로세스 및 구매 품목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4) 프로세스 주요 출력물

① 정보, 제안서, 입찰, 제안 또는 견적에 대한 요청서: 4.3.36 출력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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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 또는 발주: 4.3.36 출력물 참조

③ 선정된 공급자 목록: 4.3.36 출력물 참조

(5) 조달 관리 방법

① 계약변경통제시스템: 조달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의한 것으로서 변

경허가에 필요한 문서작업, 추적시스템, 분쟁해결절차 및 승인 수준이 시스템

에 포함된다. 계약변경통제시스템은 통합변경 통제시스템에 통합된다.

② 조달성과 검토: 계약서와 비교하여 원가 내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프로젝트의 

범위 및 품질을 인도하기 위해 판매자의 진척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③ 검사 및 심사: 조달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구매자가 요구하고 판매자가 지원하

는 검사 및 심사는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판매자의 작업프로세스 또는 인도

물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④ 성과보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작업성과 데이터와 보고서를 협약의 요구사항

과 비교검토한 후, 평가에서 도출된 성과정보를 적절히 보고하는 것이다.

⑤ 지불시스템: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팀의 담당자가 

만족스럽게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정되면, 구매자의 지불시스템을 통해 처

리된다. 

⑥ 클레임관리: 이의가 제기된 변경과 잠정적 인정형태의 변경은 요청된뒤 구매

자와 판매자가 변경에 대한 보상에 합의할 수 없거나, 발생했다는 사실에 동

의할 수 없는 변경을 가리킨다. 이의가 제기된 변경을 클레임, 분쟁 또는 항

의라고도 한다.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계약생애주기 전반에서 계약조건에 따

라 문서화, 처리, 모니터링 및 관리된다. 

⑦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계약서, 조달문서 및 

기록을 관리하는데 사용된다. 기록관리시스템은 특정프로세스, 관련통제기

능, 프로젝트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되는 자동화 도구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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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8.37 의사소통 계획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8

프로세스 명 의사소통 계획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이해관계자 등록대장

역할 기술서

변경 승인

의사소통 계획

프로세스 개요

◦ 의사소통 계획 수립은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 사항을 식별하고  의사소통 

방식을 정의하는 프로세스이다. 모든 프로젝트가 공통적으로 프로젝트 정보 전달을 요

구하지만 필요한 정보 및 배포 방법들은 프로젝트마다 크게 다르므로 적합한 소통수단

을 결정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다.

◦ 프로젝트 관리자는 의사소통 계획서에 이해관계자들과의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명시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올바른 형식과 적합한 효력으

로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필요한 정보만을 제

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의사소통 기획은 프로젝트관리 계획서

를 개발하는 시기 등과 같이 매우 조기에 수행된다. 의사소통 기획 프로세스의 결과는 

프로젝트 전반에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유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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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목적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사항과 프로젝트 요구 사항 및 가용한 조직 자산을 바탕

으로 프로젝트 의사소통에 적합한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여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

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기 위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의 실행, 모니터링, 통제 및 

종료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이해관계자 등록대장: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역할기술서: 각 작업 패키지에 배정된 프로젝트 자원별로 여러 가지 직무를 

기술해 놓은 것.

④ 승인된 변경: 변경통제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되어 승인을 받은 변경 요청.

(4)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① 의사소통 계획: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대상을 목록화 하고, 의사소통 대상과 무슨 내용을 어떤 시

점에,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 빈도 및 장소 및 의사소통 목적 등을 결정해

서 규정한다.

(5) 의사소통 계획 방법

① 의사소통 요구사항 분석: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사항을 판별하여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형식을 해당 정보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와 결합하여 

정의한다. 프로젝트 의사소통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프로젝트 조직 및 이해관계자 책임 관계

    •프로젝트 관련 전문 분야(Discipline), 부서 및 특수 분야

    •프로젝트 관련 인원 수 및 장소에 대한 세부 계획



157

프로세스(4.3)

    •내부 정보 요구사항(예: 조직간 상호 의사소통)

    •외부 정보 요구사항(예: 매체, 대중 또는 계약자와의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등록부의 이해관계자 정보 및 이해관계자 관리 전략

② 의사소통 기술: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 간 정보 전달에 사용하는 방법은 상당

히 다양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는 정보 요구의 

긴급성, 기술의 가용성, 예상 프로젝트 팀원, 프로젝트 기간, 프로젝트 환경

등이 포함된다.

③ 의사소통 모델: 아래에 표시된 기본적인 의사소통 모델은 발신자와 수신자로 

정의되는 두 대화자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을 보여준다. 모델을 구성

하는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그림 8-11> 의사소통 모델

④ 의사소통 방법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몇 가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대화식 의사소통(Interactive Communication)

    •전달식 의사소통(Push Communication)

    •유인식 의사소통(Pul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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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정보 배포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39

프로세스 명 정보 배포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의사소통 계획

진척보고

예외보고서 요청

정보 배포

프로세스 개요

◦ 정보 배포는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시에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를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의

사소통 관리계획에 의해 예측이 된 것들과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

한 내용도 있을 수 있다.  

◦ 정보 배포 프로세스를 통해 배포되는 정보는 주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를 포함하며, 그런 정보에는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인적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조달 

등에 대한 계획 및 기준선(Baseline)에 대한 정보와 매일, 주간 등의 주기적인 회의와 

비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 가이드라인, 설계서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공지사항 및 협조사항 이 포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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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2) 프로세스 목적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의사소통 계획: 의사소통 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목적 그리고 어떻게가 포함되어 있다.

② 진척보고: 진척보고는 이해관계자 간의 성과 논의를 촉진하고 의사소통에 사

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진척 및 성과와 상태 정보가 모두 수록된 문서이다. 

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적시에 사용 가능

한 보고서가 필수적이다.

③ 예외보고서 요청: 모수로 사용된 제한선(Threshold)을 일정, 원가, 품질, 기

술 또는 자원의 가치가 어느 일정한 한계선을 벗어나면 이에 대하여 예외보고

서 생성과 같은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프로세스 주요 출력물

① 정보 배포: 이해관계자 통지, 프로젝트 보고서, 프로젝트 발표, 프로젝트 기

록,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 및 습득한 교훈 문서형태로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를 하게 된다.

(5) 정보 배포 방법

① 의사소통 방법: 개인 및 그룹 미팅, 화상 및 음성 회의, 컴퓨터 채팅 및 기타 

원격 의사소통 방법을 정보 배포에 사용한다.

② 정보 배포 도구: 프로젝트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배포

할 수 있다. 출력한 문서 배포, 수작업 서류철 시스템, 언론 보도 및 공용 전자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팩스, 음성 메일, 전화, 화상 및 웹 회의, 웹 사이트 및 

웹 출판과 같은 전자 방식 의사소통 및 회의 도구, 일정 계획수립 및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미팅 및 가상 사무실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웹 인터페이

스, 포털, 협업 관리 도구 등의 전자 방식 프로젝트관리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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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의사소통 관리 

(1)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목차 4.3.40

프로세스 명 의사소통 관리

주제그룹 프로세스 그룹 주제그룹

통합

착수 기획 종료

이행

통제

원가

이해관계자 리스크

범위 품질

자원 조달

시간 의사소통

주요 투입물 프로세스 선후 관계 주요 산출물

의사소통 계획

정보 배포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시정 조치

프로세스 개요

◦ 의사소통 관리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체 프로젝

트 생애주기에서 의사소통을 감시 및 통제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의 주요 

이점은 모든 의사소통 참여자 사이에서 항상 최적의 정보 흐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는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과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를 반복

하게 할 수 있다. 이 반복은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의 지속적 특성을 보여준

다. 이슈나 핵심 성과지표(예: 계획 대비 실제 일정, 원가 및 품질) 등의 특정 의사소통 

요소들로 인해 즉각적인 개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 프로젝트 의사소통의 영향력과 파

급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통제함으로써 정확한 메시지가 적시에 올바른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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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2) 프로세스 목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프로젝트가 목적과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만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최적의 정보

가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차이가 발생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3) 프로세스 주요 투입물

① 의사소통 계획: 의사소통 계획 내 의사소통 통제를 위한 투입물에는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및 수행, 이해관계자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② 정보 배포: 프로젝트 관리자가 프로젝트의 원가, 일정 진척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저장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는 데 적용되는 표준 도구

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보고서를 통합하고 프

로젝트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서를 배포하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다. 배포 양식의 예로는 표 형식 보고서, 스프레

드시트 분석 및 발표 데이터가 있다. 그래픽 기능을 사용하면 시각적 효과를 

살려 프로젝트 성과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4) 프로세스 주요 출력물

①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 수집한 성과 데이터가 프로젝트의 추진 결과 및 

진척도와 관련되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한 데이터다. 이 정보는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및 진척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된다.

② 시정조치: 새롭게 개정된 원가 산정치 활동 순서, 일정 및 날짜, 자원 요구사

항, 리스크 대응책에 대한 분석, 프로젝트관리 계획서와 문서의 수정, 프로젝

트관리 계획서에 따라 예상된 수준으로 향후 프로젝트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정조치 권장 및 향후 저조한 프로젝트 성과를 초래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조치 권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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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소통 관리 방법

① 의사소통 요구사항 분석: 의사소통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 이해관계

자의 정보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해당 정보가치의 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유형 및 형식과 결합하여 정의된다. 프로젝트 자원은 프로젝

트 성공에 기여하는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미흡한 의사소

통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의사소통 기술: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팀은 간단한 대화에서 장시간 회의까지, 또는 간단

히 작성한 문서에서 방대한 데이터(예:일정표,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온라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정보필요의 긴급성, 가용기술, 사용의 편이성, 프로젝트 환경 및 정보

의 민감성과 기 성 등이 의사소통 기술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③ 의사소통 모델: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 모

델은 프로젝트들 간은 물론이고 한 프로젝트 내에서도 여러 단계마다 다를 

수 있다. 매체는 기술매체로 의사소통 형태를 포함하며, 잡음에는 메시지 전

달에 방해가 되는 간섭이나 장벽이 포함된다. 발신자의 사고와 아이디어가 

발신자의 언어로 암호화한 후, 매체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자가 

받은 메시지를 의미있는 사고와 아이디어로 다시 번역하고 메시지 수신을 확

인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메시지를 이해하고 난 후, 수신자가 사고와 아

이디어를 메시지로 암호화 해서 전송자에게 보내는 것이 의사소통 기본 모델

의 일련의 단계이다.                      

④ 의사소통 방법: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간에 정보를 공유하는데 사용되는 의사

소통 방법은, 둘이상의 대화 당사자간에 다각적으로 정보교환을 수행하는 대

화식 의사소통 방법으로 편지, 메모, 보고서, 이메일, 팩스, 음성메일, 블로

그, 보도 데이터 등과 같은 전달식 의사소통 방법. 인트라넷 사이트, 온라인

학습, 교훈 데이터베이스, 지식저장소와 같은 유인식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

⑤ 회의: 프로젝트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젝트관련 회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회의에는 문제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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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4.3)

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임시로 소집된 논의가 회의로 간주되기도 하지

만 대부분의 프로젝트 회의는 시간과 장소, 의제를미리 정해서 진행하는 공

식적인 회의이다. 일반적으로 회의는 논의의제로 정해서 미리 배포한 이슈목

록과 회의용으로 특별히 문서화한 기타 정보로 시작된다. 이러한 정보는 필

요에 따라 관련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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