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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 프로세스 적용

Projec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1. 최근 공공기관의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컨소시엄방식의 사업자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범위, 일정, 위험, 품질, 자원배치, 의사소통 관
점에서 이슈사항을 도출해보고 전사적 조직측면의 프로젝트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보시오.
(관리 83회 4교시)
2.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외주가 필요 할 때 발주처와 수주처의 일반적인 갈등요인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프로젝트관리자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83회 4교시)
3.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관리(Software Project Management)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 프로젝트 정의 및 프로젝트관리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종에 대하여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의 특성 및 개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 예상되는 대표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정보관리 81회 2교시)

5

Project Management
기출문제
4.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작업분해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란 무엇이며,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가 제시하는 9개 활동영역 각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0회 2교시)
5.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Stakeholder Management)를 위한 절차와 현저성 모델(Salience model)
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4회 1교시)
6. IT 포트폴리오의 개념과 유형, 관리활동 을 설명하시오. (107)
7.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Stakeholder Management)를 위한 절차와 현저성 모델(Salience model)
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4회 1교시)
8. 임베디드 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02회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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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기출문제
4. 기존시스템(AS-IS system)을 CBD체제로의 차세대시스템 IT Upgrade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참담
한
실패로 결론지어졌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납기 지연 : 12개월에서 16개월로 4개월 지연(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0.3% / 1일)
2) 투입 M/M : 180 M/M 투입예상에서 265 M/M 투입으로 85 M/M 추가 투입
3) Work Scope : 계약 대비 1.6배 증가(추정치)함. 고객사 업무에 대한 유경험자 부족
4) 요구사항 : 프로젝트 착수후 12개월 경과후 확정
5) IT환경에 대한 구축 경험 없었음 : NT서버,MS-SQL서버,WAS서버의 EJB 생성,X-internet UI툴,
Reporting 툴, J2EE & EJB framework
6) 고객사측의 PM 및 T/F 요원들은 비전산요원임. 끊임없이 추가/변경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갑”의 권리로 생각함 (언어폭력 난무)
7) 통합테스트 및 영업점테스트 기간 : 6주(weeks) 계획에서 16주(weeks)가 경과됨으로서 10주
(weeks)간 지연되었음. 이유는 시스템 오류사항과 추가요구사항 및 변경요구사항이 테스트 기간
에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증했음
상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프로젝트관리 방안- 범위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예산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관리, 자원관리 - 을 기술하시오.
(정보관리 81회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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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A기업은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 및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다. A기업의 프로젝트 현황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아래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A기업 프로젝트 현황>>
O 기존 정보시스템 : 생산관리, 전자조달, 그룹웨어, 지식관리 (생산관리는 공장에 위치하고, 나머지 시스템은 본사에 위치)
O 신규 정보시스템 :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O 사용자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성능, 보안 및 사용자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함

- 전자조달은 외부사용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접속가능한 기능 제고
- EIP는 기업 임직원이 기업 내부 및 외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처리
- 그룹웨어, 지식관리는 EIP로 통합되어야 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
- 기존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결재는 EIP에서 진행 가능하도록 처리
===========================================
1) 아래 조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O 사용자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소프트웨어, 패키지 또는 솔루션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구성도
를 제시
O 소프트웨어, 패키지 또는 솔루션은 사각형 형태로 표시
O 탑재되는 물리적인 서버가 다를 경우 다른 위치에 표시
O 서버 간의 네트워크 연결은 실선 (-)으로 표시
2) 기존시스템과 EIP간 연계 항목을 2가지 이상 제시하고, 연계정의서를 작성하시오.(정보관리 101회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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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1. A기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점의 전산실을 통폐합하여 전국 단위의 전산통합센터를 구축 및 운영
하고자 한다.
다음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전산통합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환경변수를 사전
에 변경 처리함으로써 이전 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다음의
전산실 현황을 고려하여 이전 사업자 입장에서 환경변수 사전 처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A 기업 전국 전산실 현황>>
- 전국 지점의 전산실 별로 다른 유지보수 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 서버는 UNIX, Windows, Linux 등 다양한 OS 및 H/W로 구성되어 있음

- 이전 시 전산통합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변수를 적용하여야 함
- 이전은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정보관리 104회 2교시)

최근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PMO(Project Management Office)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PMO에 대해서 기술하고, 정보시스템감리 유형 중 상주감리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PMO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컴시응 108,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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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행계획서(Iteration Software Deveolment Plan)와 회차 종료 전에 작성되어져야 하는
반복수행평가서(Iteration Assessment)의 목차를 작성하시오.
(정보관리 105회 4교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기존시스템(AS-IS) 데이터를 차세대시스템(TO-BE)으로 이관작업
하는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5회 4교시)
S/W프로젝트의 WBS(Work Breakdown Structure) 100% 규칙(Rule)

(컴시응 107회 1교시 12번)
프로젝트 위험관리에 있어서 위험 최소화를 위한 위험요인을 분류하고, 위험관리 절차를 설명하시오.
(컴시응 107회 3교시 3번)
프로젝트 수행 시 역할정의에 필요한 RACI 매트릭스의 작성원칙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7회 1교시)
요구사항 도출의 필요성과 도출기법 5가지를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7회 2교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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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ject Management
I. The Integrated Management, 프로젝트 관리의 개요
가. 프로젝트 관리란?

-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일정, 조직, 인력, 지휘, 통제를 제공하는 절차와
실행기술/지식 등의 체계
- 한정된 기간, 예산, 자원 내에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시키도록 하는 모
든 기술적, 관리적 업무

-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며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작업 계획을 관리하는 것
나. 프로젝트의 특징
- 유일성(Uniqueness);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가 이전에 똑같이 행해진 적이 없는 유일함
- 일시성(Temporary); 시작과 끝이 명확화

- 목적성(Purpose);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
- 점진적 상세화(Progressive Elaboration); 초기의 개괄적인 범위 정의에서 점차 구체화함.
다. 프로젝트 관리의 목적
- 고품질의 상품개발 : 사용자 중심 상품, 가치적 상품, 고품질 상품의 성공적 완료

- 개발절차의 준수 : 개발관리, 자원관리, 개발절차의 표준화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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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프로젝트관리의 구성도
납기준수

프로젝트

공정관리

프로젝트
관리
3대 요소

효율적인
자원분배

예
산
준
수

정확한
개발작업

품
질
준
수

품질관리

예산관리
철저한 품질보증

프로젝트
관리
5대 기능

계획

조직화

인력
확보

지휘

통제

통합
관리

프로젝트
관리
지식분야

일
정
관
리

품
질
관
리

범
위
관
리

위
험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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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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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관
리

의
사
소
통

구
매
외
주

III. 프로젝트 관리 지식(1+3+1+HCR+P + S)
지식 관리 영역

관리 내용

통합관리

아래 각 분야의 계획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기능

범위관리

프로젝트의 기획, 역무범위의 설정 및 승인을 받아 프로젝트의 목표에 맞도록 관리하
는 기능(WBS 생산)

일정관리

프로젝트를 단위작업으로 분할한 후 각 단위작업별로 일정을 메기고 관리하는 기능

비용관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각 작업단위별로 할당하고 부대비용(간접비) 및 직접
재료비를 관리하는 기능

품질관리

S/W 생명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기준을 설정하
고 적합성 여부를 관리

인력관리

프로젝트 수행요원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

의사소통
관리

프로젝트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간에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를 계획, 조직, 관리
하는 기능

위험관리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
하는 기능

조달관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원(인력, 장비 ,자재 등)을 확보하고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프로젝트 팀 및 고객과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이해관계자 식별, 관리, 참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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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로젝트 관리 단계 및 효과적 관리 조건
가. 프로젝트 관리 단계도
착수
프로세스

1

단계

착수 프로세스 프로젝트 및 수행단계의 요건정의

계획
프로세스

5

범위계획, 범위정의, 활동정의, 원가산정, 예산수입, 품질, 조직,
인력계획,위험계획 등 프로젝트 관련사항 계획

2

계획 프로세스

실행

실행 프로세스 프로젝트 계획을 실행

4
통제

내 용

3
6

종료
프로세스

감시 및 통제
진행관련 사항을 통제(성과보고, 범위/일정/원가/품질 등 통제)
통제 프로세스
종료 프로세스

행정종료:프로젝트 종료를 위한 업무 수행
계약종료: 공급자와의 계약을 종결

나. 프로젝트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
단계
프로젝트관리 지식 체계
응용분야 지식, 표준 및 법규
프로젝트 환경의 이해

내 용
프로젝트 관리에 전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들
각 산업분야별 지식, 표준, 법규들
문화, 사회, 국제, 정치, 물리적인 환경들

일반적인 경영 및 지식 기량

재무, 회계, 구매, 조달, 영업, 마케팅, 계약, 제조, 유통등 기본적인 경영
부분

대인 기량

의사소통, 리더쉽, 동기유발, 협상 및 갈등관리, 문제해결은 조직에 필
수적인 대인관계 기술이며 프로젝트관리에서도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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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프로젝트 관리의 문제점/해결방안 및 발전방향
가. 프로젝트 관리의 문제점/해결방안(응용하여 문제 기술 필요 / Project Manager의 필수 조건)
구분
통합관리

문제점

해결방안

- 프로젝트 계획수립의 형식성 및 준수의
어려움
- 소요자원의 산정 및 예측능력의 현실적 한계
- 프로젝트 성공기준, 품질측정의 표준기법
부재로 불명확하고 부적절함
- 공정진행 가시성 표현기법, 전략의 부재로
프로젝트 관리 및 통제기술 미흡

- 표준화, 처리절차 및 문서화의 사용 강화
- 일정계획, 비용산정의 산정 기법의
과학화
- 품질의 목표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달성안 설정 필요
- 프로젝트 관리자의 육성 (PMP자격증
등)
- 자동화 도구 활용 : 일정관리(PERT,
CPM, WBS),
시간/비용관리(PERT/COST)

…

…

…

나. 프로젝트 관리의 발전방향
- 실현 가능하고 체계화된 계획과 기준 설정,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프로젝트 관리자와 팀원의 자발적인 노력, 발주자의 올바른 참여 필요
- 프로젝트 관리 기술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공률과 사용자 만족도 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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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개발방법론과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비교
구 분
사용목적
주 사용자

적용대상

개발 방법론

관리 방법론

개발자들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관리활동의 효율화
프로젝트 생산성 및 품질향상

개발자

프로젝트관리자,품질관리자,형상관리자

- 계획수립(ISP)

- 프로젝트 관리업무

- 시스템 개발업무

- 품질관리 업무(보증,평가,개선)

(시스템계획,분석,설계,개발,

- 형상관리 업무(구성,변경,버젼)

테스트, 설치)

- 외주관리 업무(제안,발주,납품)

주 요

시스템 수명주기에 따른 단계

프로젝트 수명주기에 따른 단계

활동단계

(계획,정의,분석,설계,개발,,,)

(계획-통제-종결)

- 각종 S/W 공학적 기법

- 관리기법, 평가기법, 통제기법 등

기법 및
도구
기대효과

(ERD, DFD 등)

- 일정계획도구, 규모견적 도구,

- 자동화 도구(CASE 등)

계획 템플릿, 평가도구 등

- 시스템 개발의 생산성

- 프로젝트 수행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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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ope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1. 최근 공공기관의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컨소시엄방식의 사업자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범위, 일정, 위험, 품질, 자원배치, 의사소통
관점에서 이슈사항을 도출해보고 전사적 조직측면의 프로젝트관리 전공전략을 제시하여 보시오.
(관리 83회 4교시)
2.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관리자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아래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분야들에 대하여 이들 관리분야별 세부 활동사항에 대해 4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가. 프로젝트 통합관리 (Project Integration Management)
나. 프로젝트 범위관리 (Project Scope Management)
다. 프로젝트 시간관리 (Project Time Management)
라. 프로젝트 비용관리 (Project Cost Management)
마. 프로젝트 품질관리 (Project Quality Management)
바. 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 (Project Human Management)
사.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Project Communication Management)
아. 프로젝트 위험관리 (Project Risk Management)
자. 프로젝트 조달관리 (Project Procurement Management)
(조직 69회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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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ope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3. 소프트웨어 원격지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8회 1교시 5번)

4. 다음은 국내 및 해외에 다수의 생산 공장을 보유한 B 전자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요구 사항 이다. 요구사항에 따른 Statement
Of Work(SOW)와 Gold Plating 방지 방안을 작성하시오.
<<B전자 SCM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 기존 SCM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C/S(Client/Server)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마스터 정보, BOM(Bill Of Material) 관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이 운영되고 있으
며, BOM의 데이터 누락이 발생하고 있음
<<신 SCM 구축 요구사항>
- 수요 예측 및 경영계획을 바탕으로 3개월 플랜(Plan)을 수립하는 기능 개발
- 3개월 플랜에 따른 제품별 주 단위 판매 계획과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 개발
- 최적화 솔루션을 활용하고, 매출, 수익성 등 변수를 반영한 계획 시나리오 수립
- 시나리오별 손인 시뮬레이션 기능 개발
- 기존 운영 중인 SCM을 웹 환경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정보관리 108회 4교시 6번)
5. 요구사항 도출의 필요성과 도출기법 5가지를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7회 2교시 1번)

19

I. 프로젝트 범위관리 프로세스

20

프로젝트 범위관리 프로세스
단계

내용

- 프로젝트에서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의
범위 관리 계획수립
(Scope Mgmt Planning) - 출력물 : 범위관리 계획서, 요구사항관리 계획서

-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수집, 문서화
요구사항 수집
(Collect Requirements) 출력물: 요구사항 문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범위 정의
(Scope Definition)
WBS 작성
(Create WBS)

-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 기술서를 개발하는 프로세스
- 출력물 : 범위기술서(project scope statement)
- 고객이 요구하는 최종 인도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업을 계층적으로 정의한
문서
- 산출물 : 범위기준선

범위 확인
(Validate Scope)

- 검증된 인도물을 고객이나 스폰서의 승인을 획득하는 프로세스(공식적)

범위 통제
(Scope Control)

- 범위 기준선의 변경사항 관리

- 산출물: 승인된 인도물

- 산출물: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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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작업분해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란 무엇이며,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가 제시하는 9개 활동영역 각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0회 2교시)
2. S/W프로젝트의 WBS(Work Breakdown Structure) 100% 규칙(Rule)
(컴시응 107회 1교시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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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IV. 프로젝트 관리
I. 프로젝트 일정 및 R&R 관리 계획을 위한 Framework, WBS의 개요
가. WBS(Work Breakdown Structure)의 정의
-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팀이 실행할 작업을
인도물(Deliverables) 중심으로 분할한 계층구조체계 /What 중심으로 기술한 문서
- 종합적으로 Work를 정의하고 관리 가능한 Work의 하부단위로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

나. WBS의 필요성

상세설명

필요성
Communication

프로젝트 Stakeholder간 의사소통 전달

R&R

각 단계 업무의 Role & Responsibility를 분명하게 함

진척도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및 향후 진척치를 예상 가능하도록 함

지연관리

인원, 자원 및 작업에 필요한 자원의 할당과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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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ITO
입력물(Input)

도구 및 기법(Tool & Technique)

산출물(Output)

범위관리계획서

분할(Decomposition)

범위기준선(Scope Baseline)★

(Scope Management Plan)

전문가 판단(Expert Judgment)

프로젝트 문서 갱신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

(Project Documents Updates)

(Project Scope Statement)
요구사항 문서
(Requirements Documentation)
기업환경요인

(Enterprise environmental
Factors)
조직 프로세스 자산(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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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BS 구성도

[참고] 자동차 제작 WBS 사례

통제계정
작업패키지의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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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BS 작성 절차 및 구성요소
나. WBS 구성요소(CA, WBS 100%, Planning package)
설명

구성요소

Work Package
Code of Account

WBS Dictionary

WBS의 최하 단위, N개의 Activity 를 지칭, VS Planning Package
WBS의 구성 요소에 넘버링 체계를 가지는 고유한 아이디(1.1.1),(1.2.1~3)
[참고] Control Account(회계 계정)
각 Work Package의 상세한 내용을 기술
그 안에는 개요, 일정, 책임자, 예산 등 기술
Responsibilities Assignment Matrix

RAM

각 할당자 별로 각 Phase별 승인과 R(Review), 품질 검토자, I(Input),
투입물 책임자,P(Participant)등의 기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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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프로젝트 관리영역별 WBS 활용
관리영역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WBS 활용

- 범위/일정/원가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요소
- 범위 기술서를 토대로 WBS작성
- 승인된 범위기술서, WBS, WBS 사전은 범위기준선으로 활용
- WBS 기준으로 프로젝트 활동목록 작성, 활동 순서 정의
- 산출물 및 자원의 능력에 따라 자원 소요량 파악
- WBS Work Package 단위로 원가산정, 감시 및 통제에 활용
- Work Package별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및 고객과의 합의 기준 문서로
활용

인적자원관리

- WBS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도 작성 및 인적 자원 배치에 활용

의사소통관리

- Work Package별 담당자 및 관련자를 지정하여 의사소통 경로 설정

위험관리

- 각 단계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WBS에 기재하여 통제수단으로 활용

조달관리

- 사업 발주로부터 각 구성 요소별 납품시기 정의 및 통제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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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1. 프로젝트 일정관리에서 임계경로(Critical Path)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음의CPM(Critical Path Method)
네트워크에서 임계경로(Critical Path)를 찾으시오..
(관리 83회 4교시)

2. 다음은 어떤 정보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한 단위 작업과 이를 수행하기 전에 해야 할 선행 작업 및
완수하는데 필요한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프로젝트의 일정계획을 위한 PERT/CPM 네트워크를 그리시오.
나. 주공정(Critical Path)의 경로를 찾고 최소 완료시간을 계산하시오.
다. PERT/CPM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PERT/CPM ;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28

Schedule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3. 다음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간, 이를 수행하기 전에 해야 할
선행활동 및 가용인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다.
라.
마.

활동

기간(일)

선행활동

가용인원(명)

가

2

-

2

나

3

-

3

다

4

가, 나

3

라

3

다

2

마

1

가, 나, 다

4

바

2

라, 마

2

사

3

바

3

프로젝트 완료일은 언제인가?
주공정(Critical Path)은 어떤 경로인가?
활동 “라”를 2일 앞당긴다면 프로젝트 완료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가”번의 경우, 가용인원을 4명/일로 제한한다면 프로젝트 완료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라”번의 경우, 주공정연쇄법(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으로 관리한다면 어떤 버퍼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4. CCPM(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과 TOC(Theory Of Constraint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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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Management

30

활동 기간 산정(Estimate Activity Durations) ITO
입력물(Input)

도구 및 기법(Tool & Technique)

산출물(Output)

일정 관리 계획서

전문가 판단(Expert Judgment)

활동 기간 산정치

(Schedule Management Plan)

유사 산정(Analogous Estimating)

(Activity Duration Estimates)

활동 목록(Activity List)

모수 산정(Parametric Estimating)

프로젝트 문서 갱신

활동 속성(Activity Attributes)

3점 산정(Three-Point Estimating)

(Project Document Updates)

활동 자원 요구사항

그룹 의사결정 기법

(Activity Resource

(Group Decision-Making

Requirements)

Techniques)

자원 달력

예비 분석(Reserve Analysis)

(Resource Calendars)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
(Project Scope Statement)
위험 관리대장(Risk Register)
자원 분류 체계
(Resource Breakdown Structure)
기업환경요인(EEF)
조직 프로세스 자산(OPA)

31

CPM 계산 – 일자방식

활동 이름

기간(일자, DAY)

선행 작업

A

3

-

B

2

A

D

4

A

C

2

B, D

E

6

D

F

3

C, E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작성

2

2

B

C

3

3

A

F
4

6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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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 계산 – 일자방식
Float 계산, 주경로 분석
Float = LF – EF or LS - ES

4

2

5

8

B
1

3

3

10

6

2

9

C
11

12

4

13

14

A
1

0

3

16

F
3

4

4

7

8

D
4

0

6

13

E
7

8

Critical Path는 float이 ‘0’인 활동을 연결한 경로로 A-D-E-F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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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3

14

0

16

일정 단축 기법
Tips
1. 프로젝트 관리 시 일정 단축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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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정단축(Duration Compression)
가. 일정단축의 개요
- Scope의 변경 없이 프로젝트의 일정을 단축시키는 수학적 분석 방법
- 일정 제약에 대한 대응 기법
나. Crashing 기법
- 자원(비용)을 Critical path상의 activity에 추가 투입하여 프로젝트 기간단축
- Critical path중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activity에 우선적 투입
- Crashing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Critical path의 변경유무 확인
- 자원을 투입하면 기간 및 Critical path가 변경되므로 자원을 한 단위씩 투입
- Critical path상의 activity중에서도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activity에 우선 적용
- 고객이 납기 단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Crashing은 비용초과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고객의
승인이 필요함.
다. Fast tracking 기법
- 작업간 관계(logical relation)를 조정하여 병행 추진(Load를 찾아냄)하여 기간을 단축
- 재작업(rework)으로 인하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Risk) 내포
라. 고급인력으로 교체, 잔업, 아웃소싱,범위축소,품질희생.
단, Resource Leveling(자원평준화)를 사용하면, 일정이 지연될 확률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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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정계획 모니터링 툴 및 일정단축 기법설명
가. 일정 단축기법
구분

설명
- 자원(인력, 비용)을 Critical Path상에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일정을 단축하는 방법

- CP상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Activity에 우선적으로 투입
Crashing

- Crashing이후 반드시 CP의 변경유무를 확인
- 자원을 투입하면 기간 및 CP가 변경됨으로 자원을 1단위씩 투입해야 함
- 고객이 납기단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Crashing은 비용 초과를 발행시킴으로
반드시 고객의 승인이 필요함
- 서로 의존적인 Activity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법

Fast Tracking

- 병행추진(Load를 찾아냄) 하여 기간을 단축
- 재작업으로 인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What-If

-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별 분석 실시

시나리오

-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Factor를 기준으로 분석 및 대안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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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rashing과 Fast Tracking의 비교
구분

Crashing

Fast Tracking

방법

Scope의 변경 없이 자원을 Critical
Path상의 액티비티에 추가하여 단축

작업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병행 추진
함으로써 기간 단축

장점

유휴 리소스의 효율적 활용 가능

프로젝트 일정의 Reserve 확보가능

제약사항

투입인력에 여유가 있는 Activity가 존재
해야 함

CP상의 Activity에 적용 불가

사례

인사시스템 개발시 발령모듈개발자를 급
여모듈에 투입

시스템 설계 시작과 함께, HW, SW 서버
동시 설치 및 설정 작업

III. 일정준수를 위한 고려사항
가. 무리한 납기를 배제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도메인 전문가 등을 활용한 일정 추정 및 통제
나. 일정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일정통제에 적극 활용(PERT/CPM, Gantt차트, 마일스통 등)

다. 프로젝트 진행에서 Critical Path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기성고 관리 등을 통한 정량화된 일정 관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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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Tips
1. 프로젝트에서 납기가 지연되기 쉬운 이유를 4가지 이상 법칙으로 제시하고 납기지연 예방을 위한
Critical Chain Method의 버퍼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Critical Path Method 와 Critical Chain Method
를 비교 설명하시오.

2. CCPM(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과 TOC(Theory Of Constraint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1교시, 10번)

주공정법

주공연쇄법

•

자원할당

•

자원최적화

•

자원평준화

•

활동기간 불확실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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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공정연쇄법, Critical Chain Method의 개요
가. Critical Chain Method의 개념
- Resource Dependency (자원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방법
- 계획 수립 시 과다하게 설정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줄여 통합된 버퍼로 책정하고 버퍼의 소진율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
나. Critical Path의 단점 및 Critical Chain의 의미
- Critical Path는 필요한 자원이 가용 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활동 사이의 의존관계(dependency)와
수행기간(duration)만으로 결정함

- 따라서 활동간의 의존관계가 없더라도 한 자원에 2개 이상의 활동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자원의 의존
관계가 있음으로 자원충돌이 발생함
- Critical Chain은 자원제약적 의존관계까지 고려해서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도를 완성하고 일정을
관리함으로 PERT, CPM보다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정을 단축 및 지연예방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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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ritical Path Method에서 납기가 지연되기 쉬운 이유와 법칙
가. Critical Path Method에서 납기가 지연되기 쉬운 이유
구분

설명

수행예정 기간이 5일인
활동을 3일로 단축해도
전체 기간은 변함없고, 7
일로 지연되면 전체기간
은 2일 지연

자원제약조건을 반영
하면 일정지연

Critical Chain에서의
납기 지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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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기가 지연되기 쉬운 이유 4가지 법칙

이유

내용

파킨슨의 법칙

모든 작업은 주어진 기간을 모두 사용
역설적으로 모든 작업은 빨리 끝낼 수 있어도 주어진 시간을 다 이용

자기 방어

작업을 일찍 완료하면, 다른 작업을 시키기 때문에 작업완료를 숨김

후행공정 작업준비 미흡

일찍 작업 완료해도 후속작업의 자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정 단축 못함

학생 증후군

시험이 코앞에 다가와야 공부를 시작함. 닥치기 전까지는 일 시작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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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ritical Chain의 버퍼관리 방법

버퍼종류

설명
- Critical chain상의 활동에서 확보한 버퍼를 critical chain의 끝에 두어 관리
- 안전영역, 모니터링 영역, 행동 영역으로 나누어 관리

프로젝트 버퍼
(Project buffer)

- 안전영역: 사용해도 안전한 버퍼
- 모니터링 영역: 버퍼 사용 추이 및 원인을 모니터링 하는 영역
- 행동영역: 버퍼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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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종류

설명
- Critical chain에 연결되는 non-critical chain의 끝에 두어 관리.
- critical chain의 작업 착수 지연 방지

피딩 버퍼
(Feeding buffer)

NCC 상의 액티비티 버퍼

자원버퍼
(Resource buffer)

- 일 종 의 경 보 장 치 로 , critical chain 상 의 작 업 착 수 전 에 해 당 자 원 에 게
수행시기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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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ritical Chain과 Critical Path의 비교
구분

Critical Path

착수일
관리관점
여유시간/버퍼

자원제약

1
ES

Critical Chain

ES(Early Start)

LS(Last Start)

진척율, EVM

전체 버퍼의 소진율

각 활동에 여유시간 반영
활동 사이의 연관관계

버퍼로 통합하여 관리

Dependency를 고려 일정계획 수립 후
자원제약 자체를 계획에 반영
Resource Leveling으로 해소

3

3

기간

EF

작업이름
LS

여유시간

3

2

LF

5

<기간이 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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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로젝트 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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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st Management
기출문제
1. Function Point의 특징 및 요구분석 단계 이후의 Function Point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비용산정 절차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조직 84회 4교시)
2.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을 위한 경험적 추정 모델을 3가지 이상 열거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기준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관리 71회 2교시)
3.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관리자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아래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분야들에 대하여 이들 관리분야별 세부 활동사항에 대해 4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가. 프로젝트 통합관리
나. 프로젝트 범위관리
다. 프로젝트 시간관리
라. 프로젝트 비용관리
(조직 69회 2교시)

(Project
(Project
(Project
(Project

Integration Management)
Scope Management)
Time Management)
Cost Management), …

[참고] 현재 기출문제는 대부분 비용산정관리로 출제됨

46

4. Cos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4.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EVM(Earned Value Management)에 대해 설명하시오.
(2)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관한 진행 기록이 다음과 같을 때,
EV(Earned Value), SPI(Schedule Performance Index), SV(Schedule Variance),
CPI(Cost Performance Index), 그리고 CV(Cost Variance)를 각각 구하시오. 단,
현재 일은 3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 (정보관리 87회 4교시)

작업 번호

추정된
노력 (일)

실제 소요된
노력 (일)

예상 완료일

완료
여부

1

30

10

2월 1일

No

2

20

30

3월 1일

Yes

3

50

30

5월 1일

Yes

4

100

5

6월 1일

No

PV
(계획된 량)
30 + 20

AC

1) 진행률로 계산하는 방법

(실제 투여 비용)

10+30+30+5
= 75

EV
(작업된 량)
78
(200*39%)

2) 0%, 50%, 100% 로 결정하여 계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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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k Performed에 대한 결정

4. Cos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5. EVM(Earned Value Method)에 대해 설명하고, 이 기법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0회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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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s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5. 새로운 IT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각 단계의 일정은 한 달씩 걸리고, 각 단계 마다 10,000천원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각 단계는 해당 단계가 끝난 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은 3
월의 마지막 날이다. 아래의 프로젝트 진척 상황표를 이용하여 Earned Value Analysis 측면에서 다
음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4교시)

49

4. Cost Management
I. 프로젝트 관리자의 핵심 관리영역, 비용관리(Cost Management)의 개요

50

IV. 프로젝트 관리

4. Cos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II. 비용 관리 주요기법
구분

기법
Analogous
Estimating(유사산정)
Parametric Estimating
(모수 산정)

원가산정

Bottom-up
Estimating(상향식산정)
Tree-Point Estimates
(3점 추정방식)
MM(Man Month)
FP(Function Point)
Cost Aggregation

예산결정

Historical Relationships
Funding Limit Reconciliation

원가통제

EVM (획득가치기법)

설명
이전 프로젝트의 원가를 기초하여 원가 추정함.
Top-Down방식
수학적 추정모델을 만들어, 파라미터 입력에따른
원가산정함. 예)비용,예산,기간에따른 과거 통계 치를
기준으로 수학적 모델 만듬
하부의 작업단위에서 필요한 원가 를 먼저 계산한 후
이를 합하여 전체 원가 산정함
PERT를 이용한 방식으로 최빈치, 최적치, 비관치를 계산함
= (M+4*O+P) /6
투입인력수방식으로 SW사업에 투입되는 인원과 투입기간,
SW노임단가를 곱해 계산함. 2010년5월 폐지됨.
기능모듈방식으로 SW전체를 기능단위(모듈)로 분해해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임. 기능점수와 점수당 단가,
보정요소를 계산해 개발비를 산정함.
단위작업 예산을 모아서 전체예산으로 확정함.
모수산정방식과 유사산정방식 둘다고려 예산을
확정한다는 것.
원가산정 값이 지출가능금액(Fund)보다 큰경우
원가를 조정하여 확정한다는 것.
프로젝트 범위(Scope), 일정(Time), 원가(Cost)를 연계해
통합관리 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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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s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III. EVT(Earned Value Technology), EVM(Earned Value Management) 기성고 관리

가. 기성고 관리의 정의
- 기성고란 전체 완료단계를 100% 으로 봤을 때 현재 몇%까지 완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 시간과 비용을 통합한 종합적인 원가관리 체계로 각종지수를 활용하여 진행척도 현황 및 향후
정확한 예측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필수 공식]
SV = EV – PV( >0이면 일정 양호)
CV = EV – AC( >0이면 비용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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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s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항목

설명

PV(Planned Value)

활동 또는 작업분류체계 구성요소를 완료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에 배정되
어 승인을 받은(계획한) 예산 – 5일

EV(Earned Value)

현재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할당되어 있는 예산
(예) 완료율 40% * 200MD(BAC), 5일의 80% = 4일

AC(Actual Cost)

수행한 작업을 위해 실제 투입된 비용 – 5일에 1명 1일 추가 =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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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s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III. 기성고 관련 공식;

- BAC: Budget at Completion; 30 + 20 + 50 + 100 = 200, 전체 프로젝트에 할당된 예산
- PV: Planed Value; 특정 시점에 계획했던 작업의 양을 계량화; 30 + 20 = 50

- 현재 진행율 =

완료 작업
완료작업

* 100%
남은 작업 (미완료작업]

= 75 / (75 + 20 + 95) * 100 = 0.39 * 100 = 약 39%(39.47)

- EV: Earned Value; 특정 시점에 완료한 작업의 양을 계량화(3월 1일)
200(BAC)*0.39 = 78 (or 조건 추가: 0%, 100% 적용 = 70)

비용 계산 공식
(출제 예상;
유일하게 출제 안된 부분)

결국 출제!!! -> 문제 여러가지 결정할 수 있는 혼선 있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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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s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III. 기성고 관련 공식;

EVM(Earned Value Management; 획득가치관리)
- SV: Schedule Variance; 일정계획대비 차이.

SV = EV – PV( >0이면 양호 / 음수면 일정 지연)

= 78 – 50 = 28(일정 양호)

- AC: Actual Cost; 실제 완료된 작업에 투입된 비용(실제 돈을 의미함) = 10 + 30 + 30 + 5 = 75
- CV: Cost Variance; 원가 계획 대비 차이

CV = EV – AC( >0이면 양호, 음수면 투입대비 비용초과)
- SPI: Schedule Performance Index

= 78 – 75 = 3(비용양호)

EV

SPI =

PV

EV/PV(1 미만이면 공정 지연, 1보다 크면 일정 양호 ) = 78/50 = 1.56(일정성과지표양호)
- CPI: Cost Performance Index

CPI =

EV

AC

EV/AC(1 미만일 경우 예산 초과) = 78 / 75 = 1.04 > 1 이므로 비용성과지표 양호

55

4. Cos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III. 기성고 관련 공식 - 분석요소
항목

식

SV
(Schedule Variance)

SV = EV – PV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
SV > 0 : 일정 양호, SV < 0 : 일정 지연

CV
(Cost Variance)

CV = EV - AC

원가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
CV > 0 : 원가 절감, CV < 0 : 예산 초과

BAC(Budget At
Completion)

-

SPI(Schedule
Performance Index)

설명

완료시점 예산. 프로젝트 계획상 수립된 전체 예산
일정 성과 지수. 최초 계획 대비 진척도
SPI > 1 : 일정 양호, SPI < 1 : 일정 지연

원가 성과지수, 단위 비용 당 성취도(생산성)
CPI(Cost
Performance Index)

CPI > 1 : 원가 절감, CPI < 1 : 예산 초과
실제 원가 또는 진행률 대비 완료된 작업의 가치를 측정
하는 척도

분산은 통계에서 변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
따라서,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앞서가는지는 분산 값으로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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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st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III. 예측(Forecasting)
항목

식

설명

EAC

EAC = AC + ETC

- 완료시점 산정치(EAC; Estimate at Completion)
- 실제 원가(AC)에 잔여분 산정치(ETC; Estimate to
Complete)
- EAC = AC + (BAC – EV)
/*EAC + BAE(배) */

ETC

(BAC – EV)/CPI

- 잔여분 산정치(ETC; Estimate to Complete)
- 프로젝트 완료 때까지 잔여 예상 원가. /*잔탁*/

VAC

BAC – EAC

TCPI
(To-complete
Performance
Index)

- 프로젝트 완료 시점의 비용 편차.

- Variance Actual Cost
BAC 등과 같이 지정된 관리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잔여 작업에서 발휘해야 할 효율
[참고] EAC는 별도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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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W 형상관리(SCM)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1.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조직 81회 1교시)
2. S/W(Soft Ware) 형상 관리중 기준선(Baselin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관리 72회 1교시)
3. 형상관리의 등장배경 과 성공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조직 71회 3교시)

4. 소프트웨어 형상관리(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일환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변경관리(Software Change Management) 및 배포관리(Release Management)를 설명
하시오.
(조직 93회 2교시)
5.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프로젝트 단계별 기준선(Baseline)과 FTR(Formal Technical Review)을 설명하시오.
(2) 개발 프로젝트와 운영 프로젝트의 형상관리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5회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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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W 형상관리(SCM)
기출문제
6. 버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유형을 설명하고, 버전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CVS, SVN, Git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1회 4교시)
7. 소스코드 형상관리(Source Code Configuration Management) 업무 프로세서를 설정(Setup)하고
형상통제(Configuration Control) 업무 흐름도(Work Flow)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컴시응, 105회, 3교시)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Baseline_(configuration_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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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W 형상 관리
I. SW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어 활동,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의 개요

IV. 프로젝트 관리

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SW Code Configuration Management)의 정의
-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각 단계의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활동을 향상시키는 기법
-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부품의 Baseline(변경통제 시점)을 정하고 변경을 철저히 통제 관리
나. 형상관리 필요배경(필요성)

- 소프트웨어 개발 통제의 어려움
- 소프트웨어 추적의 결여 및 무절제한 변경
- 소프트웨어 가시성 (Visibility)의 결핍
다. 관련 용어(구성 요소)

- 기준선(Baseline) : 각 형상 항목들의 기술적 통제 시점, 모든 변화를 통제하는 시점의 기준
- 형상 항목 (Configuration Item)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중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기술되는
관리 기본 대상
- 형상물 (Configuration Product) :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중 공식적으로 구현되어지는

형체가 있는 실현된 형상관리의 대상으로 기술문서, 하드웨어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 등
- 형상정보 (Configuration Information) : 형상정보 = 형상항목 + 형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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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형상관리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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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형상관리 개념도 및 관리기법
가. 형상관리 개념도(식통감기)
형상관리 기법

Library 관리

형상식별

Meta Model

형상관리 통제 위원회
- Configuration Control Board

CCB

Meta Data

변경승인,변경확인

형상통제

변경허용
Repository

형상감사

변경실시
형상기록
저장 관리
통합 개발 환경
통합 CVS(Concurrent Version System): 변경 추적
SVN(Subversion): 리비전 기록 및 파일 저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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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관리

IV. 형상관리 관리 기법

형상식별

형상통제
변경관리

- ‘A’ 기업 형상관리 대상들을 구분하고, 관리 목록에 대한 번호 부여
- 형상 식별 기능의 목표
· 문서 구조를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정의하는 것
· 정보 기록에 의해 추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함
- 형상 식별 내용
· 제품/각종 문서/형상 항목 번호
- 소프트웨어 형상 변경 제안을 검토 승인하여, 현재 S/W, Code Baseline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활동
- 변경 요구 관리/변경 제어/ 형상 관리 조직의 운영 및
개발업체, 외주업체에 대한 형상 통제 및 지원

형상감사

-

소프트웨어 Baseline의 무결성 평가 수단
성공적인 형상감사는 소프트웨어 기준선을 성공적으로 설정함
기준선 변경시 요구사항과 일치여부 검토
검증 (Verification), 확인 (Validation)

형상기록

- 소프트웨어 형상 및 변경 관리에 대한 각종 수행 결과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관리를 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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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스코드 형상관리(Source Code Configuration Management) 업무 프로세스를 설정
(Setup)
소스코드 형상
관리 계획수립

형상식별

CCB 운영
(형상 통제 협의)

형상감사 수행

형상기록 및
관리

- ‘A’ 기업 형상관리 대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형상 코드 관리 계획수립
- 소스 코드 형상 관리 계획서 작성

- ‘A’ 기업 형상관리 대상들을 구분하고, 관리 목록에 대한 번호 부여
- 형상 식별 기능의 목표
· 문서 구조를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정의하는 것
· 정보 기록에 의해 추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함
- 형상 식별 내용: 제품/각종 문서/형상 항목 번호
- 소프트웨어 형상 변경 제안을 검토 승인하여, 현재 S/W, Code Baseline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활동
- 변경 요구 관리/변경 제어/ 형상 관리 조직의 운영 및
개발업체, 외주업체에 대한 형상 통제 및 지원
- 형상변경 통제 위원회 미팅 수행을 통한 의사결정

-

소프트웨어 Baseline의 무결성 평가 수단
성공적인 형상감사는 소프트웨어 기준선을 성공적으로 설정함
기준선 변경시 요구사항과 일치여부 검토
검증 (Verification), 확인 (Validation)

- 소프트웨어 형상 및 변경 관리에 대한 각종 수행 결과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관리를 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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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SDLC별 형상관리 항목
단계

내 용

산출물

- 기능적 기준선(Functional Baseline)
- 사용자의 요구분석서가 완료되었고 혹은 검토하는 시점
- initial specifications established; contract, etc.(WBS생각)

프로젝트계획서

- 분배적 기준선(Allocated Baseline)
-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검토하는 시점

분석명세서
자료흐름도,
자료사전

설계

- 설계 기준선(Design Baseline)
- 설계명세서 검토하는 시점

설계명세서
기본,상세설계

구현

- 시험 기준선(Test Baseline)
- SW에 대한 기능수행 및 성능 시험이 완료된 시점

실행 코드

통합 및 시험

- 제품 기준선(Product Baseline)
- 개발이 완료되어 상품으로서 품질을 보증하는 시점

통합시험보고서
시스템시험보고서
인증시험보고서

설치 및 운영

- 운영 기준선(Operation Baseline)
- 사용자 입장에서 SW 평가하는 시점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매뉴얼

계획

요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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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형상통제 업무 흐름도
단계

SDLC 별 소스 및
형상 변경 식별

변
경
사
항
모
니
터
링
및
감
사
수
행

소스코드
형상관리
의사결정

소스 및 형상
변경 활동 수행

내 용

산출물

- 기능적 기준선(Function Baseline)
- 사용자의 요구분석서가 완료되었고 혹은
검토하는 시점

프로젝트계획서
소스 형상관리 계
획

- 분배적 기준선(Allocated Baseline)
-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분배
되는가를 검토하는 시점

업무 분석 명세서
자료흐름도

- 설계 기준선(Design Baseline)
- 설계명세서 검토하는 시점

화면 설계명세서
기본,상세설계서

- 시험 기준선(Test Baseline)
- SW에 대한 기능수행 및 성능 시험이
완료된 시점

실행 코드 및 소스

- 제품 기준선(Product Baseline)
- 개발이 완료되어 상품으로서
품질을 보증하는 시점

통합시험보고서
시스템시험보고서
인수시험보고서

- 운영 기준선(Operation Baseline)
- 유지보수 SR 요청 수행
- 사용자 입장에서 SW 평가하는 시점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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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형상관리 효과 및 고려사항

가. 형상관리 효과
구 분

내 용
-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기준을 제공

프로젝트 측면

- 프로젝트의 원활한 통제 가능
- 프로젝트에 대한 가시성과 추적성 보장
- S/W 변경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함
- S/W의 품질 보증

소프트웨어 측면

- S/W의 적절한 변경관리 가능
- S/W의 유지보수성 향상1
- S/W의 유연한 외주관리 가능

나. 형상관리 시 고려사항
- 효율적인 형상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 구성, 관리도구의 활용, 지속적인 관리와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등이 필요함
- 소규모 프로젝트일수록 형상관리 정도를 적절히 조정

- 형상관리 항목을 정하고 모든 변경사항은 공식적인 합의에 의하여 실시
- 가동중인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함

67

VII. 형상관리 및 버전관리 개념

가. 형상관리 및 버전관리
구분

설명

형상관리

소프트웨어 산출물(binary)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아이템들과 공정 방식의 정의,
그리고 재생성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까지 베이스라인(baseline)화하여 관리하는 방식 전
체

버전관리

SW개발 시 코드와 라이브러리, 관련문서 등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경을 관리하는 활
동
- CVS(Concurrent Versions System, 동시 버전 시스템)는 동시 버전 관리 시스템
(Concurrent Versioning System)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버전 관리 시스템을 구현.
- 서브버전(Subversion)은 자유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제한이 있던 CVS를
대체하기 위해 2000년부터 콜랩넷에서 개발

나. 버전관리 시스템 유형
구분
저장소 구분

소스공개유형

유형

예시

로컬 버전관리 시스템

rcs

중앙 집중형 버전관리 시스템

CVS, SVN, Clear Case

분산형 버전관리 시스템

Git, Mercurial

Open Source 툴

CVS, SVN

상용 버전관리 툴

PVCS, Clea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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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동시개발과 SW 생명주기 자동화를 위한, 버전관리 툴의 개요

가. SW 버전관리시스템(Version Control System)의 정의
SW 개발 시 코드와 라이브러리, 관련 문서 등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경을 관리하는 시스템
유형

예시

Client-Server Model

중앙의 Repository를 이용, commit/update를 통해 관리하는 모델

Distributed Model

각각 Local에 Repository를 가지고, pull/push를 통해 관리하는 모델

나. SW 버전관리 시스템의 분류
구분

Repository Model

License

유형

예시

Local

rcs

Client-Server

CVS, SVN, Clear Case

Distributed

Git, Mercurial

OSS

CVS. SVM. GIT, Mercurial

Commercial

PCVS, Clear Case, Bit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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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y Model에 따른 Client-Server Model과 Distributed Model의 비교
가. 개념 비교
Client-Server Model

Distributed Model

Central
Repository

Central
Repository

commit

push
checkout
update

pull

commit
로컬저장소

컴퓨터 A

컴퓨터 B

컴퓨터 A

Push
pull

pull

로컬저장소

컴퓨터 B

- Distributed Model은 로컬 저장소에 commit되며, Server 연결이 끊겨도 버전관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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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비교
비교항목

Client-Server Model

Distributed Model

전송방식

commit/update

push/pull

저장방식

checkout

private clone

네트워크

http, https, svn, svn+ssh 등 규약
통신

네트워크나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음

소스관리

branching, tagging

branching, merging

속도

네트워크 이용으로 속도가 느림

로컬 저장소 활용으로 속도가 빠름

Offline작업

Server를 이용해야 하므로 불가능

Server가 끊겨도 작업 가능

마지막 버전

항상 마지막 버전을 손쉽게 획득

Local 작업이 마지막 버전일 수도 있음.

동시성 모델

Merge, Lock

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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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1. 동기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프로젝트 수행 시 역할정의에 필요한 RACI 매트릭스의 작성원칙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7회 1교시 13번)
3. 소프트웨어 원격지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8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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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효과적인 인력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인력 관리의 개요
가. 인적 자원 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의 정의
- 프로젝트 팀을 구성 및 관리하고, 프로젝트 팀을 이끄는 프로세스
- 프로젝트에 관여된 사람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인력 관리 프로세스.
- 프로젝트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구성, 팀원관리, 동기부여방법, 갈등의 원인 및
해결방법들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나. 인력 관리의 특징
1) 프로젝트에 따라 인력관리 기법이 단계별로 유효하지 않아서 프로젝트관리자는 상황에 따라 기법
을 변경해야 한다.
2) 프로젝트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3) 인력관리 프로젝트 구조는 내부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능조직, 외부 효과성을 위한 프로젝트조직,
이를 혼합한 매트릭스 조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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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Process
Asset; 산출물, 가이드
라인, 템플릿 등 지칭

Ⅱ. 인력관리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인력관리 구성도

기업환경요인
(Enterprise
Environmental
Factor);
표준, 문화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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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터크만(Tuckman)의 5단계 팀 개발 모델 - FSNPA

단계
형성(Forming)
스토밍(Storming)

표준화(Norming)

설명
- 팀을 처음 구성하고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단계

- 프로젝트 팀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단계로 프로젝트 작업의 완료를 위해
최적의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시기
-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팀의 응집성과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 공유가
고조되는 단계

수행(Performing)

- 서로를 잘 이해하고 프로젝트가 큰 갈등 없이 잘 진행되는 단계

해산(Adjourning)

-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해산하게 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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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BS(Organization Break down Structure) : 조직분류체계로서 전체 조직의 체계를 기능중심으로

재편하여 효율적인 자료의 관리와 실적집계가 용이하도록 구성한 분류 체계
(예) 공사 내용을 관리 조직에 따라 분류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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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프로젝트 관리자의 권력
분류

역할이 부여
하는 권력

개인의
고유 권력

단계

설명

Formal
(legitimate)
Power

- 팀원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주요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Penalty
(Coercive)
Power

- 팀원에게 불리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팀을 관리

Reward power

- 팀원에게 보상(승진, 급여, 인센티브 등) 해 줄 수 있는 권력

Referent power

Expert power

수 있는 권력

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권력

- 프로젝트 관리자가 가진 성품, 인격을 팀원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데서 생겨나는 권력

- 주요 분야에서의 기술, 업종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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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기 부여 이론
1)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

/* 마오 */

- 인간의 본성에 대해 중요한 순서에 따라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고 하나의 욕구가 만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나 충족을 요구한다는 욕구이론

단계

욕구이론

설명

1단계

생리적 욕구

의식주에 대한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신체적, 감정적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

소속감과 애정 욕구

사회적, 인정받고 싶은 욕구

4단계

존경 욕구

자기만족, 내적/외적 성취감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발전, 자기완성에 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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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갈등 해결 기법
단계
문제해결/직면
(Problem Solving
/confronting)
원만한 해결(Smoothing)
강요(Forcing)

타협(Compromising)

협력(Collaborating)

회피/연기
(Avoiding/Withdrawing)

설명
상호 만족하는 최선의 해결책(win-win)

/* 암기법: PC */

차이를 보이는 영역 보다 일치 영역을 강조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한 사람의 견해만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는 무시하고 원-루즈 해결책
만을 제시 하는 방법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
(중간점)

여러 관점으로부터 다양한 통찰력과 견해를 통합하여 합의와 수용을 유도
하는 방법

실제 또는 잠재적인 갈등 사항에서 더 이상 해결하려고 시도 하지 않고 회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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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갈등 해결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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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Leveling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1. Resource Leveling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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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source leveling(자원 평준화)의 개요
가. Resource leveling(자원 평준화)의 개념
- 정해진 공사기간(Project completion date) 내에서 프로젝트 단위시간(Project time unit; Day) 당
요구되는 소요자원의 급격한 변동(Fluctuation)을 최소화
- 유휴자원을 줄이며 공사기간(Project duration) 동안 소요되는 자원을 균등하게 할당, 자원활용을

극대화함
- 프로젝트의 완료시점 혹은 중간 관리(Interim milestone)시점 까지 프로젝트 단위시간당 요구되는
소요자원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Activities)의 사용 가능한 여유일수 범위 내에서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에 관한 어떠한 제약 없이 공사일정을 변경/수립하는 자원기반 공정계획 기법.

- 자원 평준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는 A. R. Burgess 와 J. B. Killebrew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
나. Burgess / Killebrew Resource Leveling 규칙
- 초기 공사 완료일(Early project completion date)은 연기 되지 않아야 한다.
- 지정공기가 절대적인 조건이므로 소요 자원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Fixed project completion date, Resource unlimited).
- 총 여유시간(TF)을 지닌 작업들만이 자원평준화를 위한 작업지연의 대상이 된다.
- 단 하나의 자원만이 자원 평준화를 위하여 고려되어 진다.
- 일단 자원평준화가 개시된 작업은 그 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 분리됨 없이 지속적으로 평준화 되어야
한다(No activity splitting).
- 일단 평준화 되어진 작업(Activity)의 일정은 재 조정(Reschedule)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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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esource Leveling의 사례

- 자원 평준화는 위의 그림과 같이 특정기간에 과부하 된 자원(over-loaded resource)를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 분포하도록 자원을 분산(load balancing)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만일 위의 그래프와 같이 15명만이

프로젝트에서 활용 가능할 때 특정시점(15주와 30주)에서 가용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 특정기간에 과부하 된 자원을 다른 기간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과부하 된 기간에 수행하는 액티비티를
다른 기간으로 이동해야 함(이동의 대상이 되는 액티비티는 당연히 non critical 액티비티 임)
- 특정 기간에 과부하 된 자원의 작업량을 줄이는 방법은 과부하 된 기간 동안 수행하는 여러 개의 액티비티
중에 일부를 다른 기간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전체 납기를 변경시키지 않고 조정 하기 위해서는
Non critical 액티비티(Float 이 0보다 큰 액티비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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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isk Management
IV. 프로젝트 관리

기출문제

1.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관리(Software Project Management)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 프로젝트 정의 및 프로젝트관리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종에 대하여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의 특성 및 개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 예상되는 대표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정보관리 81회 2교시)

2. 프로젝트 계획수립을 위하여 위험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가. 위험관리 체계를 기술하시오.
나. 정성적 위험분석과 정량적 위험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정보관리 80회 3교시)
3. 프로젝트 위험관리에 있어서 위험 최소화를 위한 위험요인을 분류하고, 위험관리 절차를 설명하시오.
(컴시응 107회 3교시 3번)

84

6. Risk Management
I. Risk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기법, 위험관리 개요

IV. 프로젝트 관리

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정의
- 프로젝트 전체 기간 중 발생하여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납기, 품질,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으로써, 프로젝트 수행 중에 반드시 식별되고 관리/해결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요소.
나. 위험관리의 목적

- 정상적인 프로젝트의 수행환경을 조성
-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감소
-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제거하는 기법
다. 위험관리의 원칙

일관성
(Consistency)
개별성
(Individuality)

- RM체제에 대한 관점 동일
- 리스크별 관리방법의 일치
- 감독주기/ 방법 동일
형평성
(Balance)

- RM 전략의 개별성 인정
- 리스크 정도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법
- 특화된 개별 방법론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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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간 감독 방법의 표준화
- 업종간 감독 비율의 평준화
- 업종간 체제 도입기간 설정의 형평성

II. 프로젝트 위험관리의 절차(Source: PMI)
1) 위험관리 계획 수립
− 프로젝트를 위해 위험 관리 활동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계획하는지 결정
– 위험 관리 수준(level), 형태(type) 및 가시성(visibility)을 보장
– 프로젝트 수명 주기 동안 어떻게 위험 식별,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 대응 계획, 감시 및 통제가
구조화 되고 수행될 것인가 대해 기술
2) 위험 식별
− 어떤 위험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고, 각 위험의 특성을 문서화
− 정보 수집 방법 : Brainstorming, Delphi 기법, 인터뷰 ,SWOT 분석
3) 정성적 위험 분석
−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영향을 우선순위화(prioritize) 하기 위해 위험 및 조건 분석
− 위험의 확률 규모(probability scale)는 본래 0.0(확률 없음)에서 1.0(확실) 사이 값
− 위험의 영향 규모(impact scale)는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그들의 영향의 심각성을 반영

4) 정량적 위험 분석
−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위험의 확률 및 결과를 측정하고 이들의 연관관계(implication)를 추정함
− 도구 및 기법 : 민감도 분석, 인터뷰(원가산정치 및 범위), 시뮬레이션( 프로젝트:Monte Carlo 기법,
원가 : WBS, 일정 : PDM 사용, 의사결정:의사결정트리)
5) 위험대응 계획수립
−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기회를 증진시키고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절차(procedure) 및
기법(technique)을 개발
6) 위험감시 및 통제
− 프로젝트 수명 주기 동안 현존하는(residual) 위험을 감시, 새로운 위험을 식별, 위험 감소 계획 수행
및 그 영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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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식별 종류
구분

설명

문서검토

- Document Review
- 프로젝트 계획서, 각종 가정, 이전 유사프로젝트 기록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

델파이기법

- Delphi Technique
- 전문가에 의한 검토
- 익명으로 참여 / 반복적인 토의를 통해 합의

체크리스트 활용

- Check list를 활용하여 위험을 식별하는 방법
- 방법은 빠르고 간편, 위험 정리하여 식별하는 방법

나. 정량적 위험 분석 종류
구분

설명

민감도 분석

- Sensitivity Analysis
- 다른 위험 수치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임의의 한 위험을 한 단위 변동시켰을때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

의사결정 분석

- Decision Tree Analysis
-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
- 각 의사결정에 따른 기대값을 계산하여 의사결정 선택

모의실험

- Simulation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 불리는 컴퓨터상에서 난수표를 생성해 여러 개의
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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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 대응 방법(ATMA]
– 회피(Avoidance)
• 위험 또는 조건을 제거하거나 그의 영향으로부터 프로젝트 목표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젝트 계획을 변
경하는 것
• 모든 위험 사건을 제거할 수 는 없지만, 특정 위험은 피할 수 있음
• 높은 위험 활동을 피하기 위한 범위 축소, 자원 또는 시간 추가, 혁신적인 접근방법 대신 친숙한 접근
방법 채택 또는 친숙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 선정 지양
– 전가(Transference)

• 대응의 소유권과 같이 위험의 영향을 제 3자에게 이동시키는 방법.
• 단순히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른 그룹에게 주는 것이며 이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아님
• 재정적 위험 노출을 다루는 데 가장 효율적
– 완화(Mitigation)
• 불리한 위험 사건의 확률 및 영향을 허용 가능한 분기점(threshold)까지 줄이는 것
• 위험 발생 확률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초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위험이 발
생한 후 조치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
– 수용(Acceptance)
• 위험을 다루기 위해 프로젝트 계획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어떤 다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정의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적극적인 수락은 위험 발생 시 실행하기 위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개발을 포함
• 비상 계획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식별된 위험에 적용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위험수용 대응은 알려진 위험에 응대(account)하기 위한 시간, 돈 또는 자원을 포
함한 contingency allowance 또는 reserve를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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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프로젝트 위험 관리의 효과적인 방안
가. 위험은 대응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하여 해결하고, 파생위험(Secondary Risks)과 같은 부수
위험을 동반하므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나. Contingency Reserve는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되지만 Management Reserve(예비비)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예산 버퍼를 이용하여 해결함
다. 잔여 위험(Residual Risk)
모든 위험은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응계획수립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은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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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주 사용하는 프로젝트 관리 용어]
용어

설명 및 키워드

5단계 프로세스

- Initiating, planning, executing, controlling, closing

10대 Knowledge Aea

- 10 개 지식 영역 – 예: 범위관리, 일정관리, 원가관리 등

품질 보증

- 프로세스 준수 Ex) team training

품질통제

- 정확성; correctness of work

기회비용

- Opportunity cost; 버리는 그 값 자체

프로젝트 조직

- Functional, Matrix, Projected Organization

commitment

- kick-off 등을 통한 공감(동의) 확보

stakeholder

- 이해당사자 Ex)고객

Maslow 이론

- Physiological(생리적인), safety, social, esteem, self actualization

Herzberg 이론

- 위생 요인, 동기 요인

Formal

- informal

Reserve

- 10% 정도의 unknown risk를 위한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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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MO
기출문제
1.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및
품질확보를 위해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의 PMO 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프로젝트 단계별 PMO 도입시기에 따른 장,단점
나. CBD 방법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에서 프로젝트 단계별 PMO 역할
다. PMO의 도입효과 및 기술사적 입장에서 PMO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
(정보관리 98회 3교시)
2. 건설분야의 사업관리(CM)는 국가기술계약법 및 건설 관련법 제도를 통해 체계화되어 있고 정보화 사업
관리(PMO)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PMO의 계약구조 및 정보화 사업관리 구조를 기술하고 법제도 측면
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관리 81회 4교시)
3.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의 기능에 대하여 5개 이상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1교시)

4. PMO(Project Management Officer)의 기능 중 범위관리, 일정관리, 인적자원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기능에 대하여 각 기능의 정의, 주요단계, 관리상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컴시응, 104회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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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MO
기출문제
5. 전저정부사업의 관리·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 위탁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위탁제도의 시행에 따른 PMO 제도 도입취지,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 PMO 선정기준,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컴시응, 101회 4교시)
6. 최근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PMO(Project Management Office)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PMO에 대해서 기술하고, 정보시스템감리 유형 중 상주감리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PMO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08회 4교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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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로젝트 성과 향상을 위한 PMO의 개요
가. PMO(Project/Program/Portfolio Management Office)의 개념
- 프로젝트의 자원, 일정, 진도, 이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관리 전담
조직
나. PMO제도 주요내용

- PMO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2012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음
- 2013년부터 PMO제도가 도입되어, 행정•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사업의 관리를 전문법인에게 위탁
가능해짐
항목

설명

PMO 도입여부

정보화사업의 중요도·난이도·규모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
하여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판단

PMO 사업자
참여자격
사업자 선정기준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을 가진 민간법인 또는 전문 공공기관
수행인력, 업무수행 계획, 과거 PMO 수행실적 등을 고려

사업자 독립성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사업의 사업자와 PMO 사업자, 감리법인 3자
간 독립성을 유지

PMO 수행인력

정보시스템구축·컨설팅 등 정보화 관련사업의 관리자(PM)급 역할을 다수 수행한
경력자를 책임자로 지정
기타 관련 경력자 등이 사업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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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공적인 PMO도입을 위한 PMO의 Model
가. Casey and Peck – PMO 모델
모델

내용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
기상대 모델
프로젝트의 계획이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
(Weather Station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만 확보 및 제공
Model)
프로젝트 관리지식 보급, 방법론 개발 및 전파

코치 모델
(Coach Model)

기상대 모델의 확장 개념
조직 안에 공통된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 전파
프로젝트팀의 의사소통을 중계하기 위한 커뮤니티 운영
프로젝트 성과 기록 및 모니터링
프로젝트 관리 전문 인력 공급

통제본부 모델
(Control Center
Model)

모든 프로젝트에 관여, 의사결정에 깊이 개입
모든 프로젝트는 동일한 방법론 적용
중앙집중적 관리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원을 조정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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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ark Mullay – 프로젝트 지원 통제에 따른 모델
모델
The Scorekeeper
The Facilitator
The Quarterback
The Perfectionist

내용
프로젝트 진행의 모니터링과 보고 및 프로젝트 내 수집되는 정보들의 통합 및 정보
교환의 역할을 수행
전체적인 프로젝트 개선 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해당 분야별 Best Practice들의
원천을 제공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일정을 준수하여 제공되어 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P
M들이 PMO에 보고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개선을 위한 모든 통제권이 집중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내 모든 관리 및 의사 결정,
변화 관리 등을 수행

다. Gerard M.Hill - PMO운영을 위한 성숙도 모델 5단계
모델
1단계 - Project
Office
2단계 - Basic PM
O
3단계 - Standard
PMO

4단계 - Advanced
PMO
5단계 - Center of
Excellence

내용
프로젝트 일정, 비용, 품질 성취에만 목표를 두는 단계
단위 프로젝트에 집중화
프로젝트 관리자에게만 주어진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는 단계
표준화된 주어진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자와 Part-Time 지
원 스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
학습과 역량 개선이 주요 핵심
다양한 프로젝트 환경에서 학습되어진 관리자와 해당 담당자들이 주어진 인프라
를 기반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비즈니스 전략 목표와 통합되어 해당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역량 및 표준화된 방
법론을 적용하게 되는 단계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비즈니스 연속성과 부서 협력을 통제 및 관리
하게 되는 단계
PMO 조직이 기업의 전략 방향성 및 미래의 비전 및 전략에 영향을 주며, 부서별
95
로 이러한 방향성을 협력 또는
95 관리하게 되는 단계

III. PMO의 성공적 도입방안
가. PMO 도입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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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 Type>
Internal(내부 조직 구성)
External(외부 조직 구성)
Combined(Hybrid - 혼합 유형)
PMO 조직 위치 구분 유형
PMO R&R에 대한 구분 유형

PM 의 투여 시간 및 직위 구분 유형

<Role & Responsibility>
The Weather Station
(기상대 모델)
Coach(지도 모델)
Control Tower(관제탑)

<PMO Position>
Part-time PMO
Full-time PMO
PMO Director
(Vice) President

PMO 주요 Model
PMO 기술 분류에 따른 유형

<PMO Skill 구분>
컨설팅, 프로젝트 평가, 프로세스 개선
개발방법론, 품질 프로세스, 규정 적용
의사소통, 보고 및 조정자 역할
PM, QM, Developer, 비즈니스 관리
97

- 프로젝트관리 최고책임자
- Chief Project Officer

기능중심
조직 구조
프로젝트
특성 비교
프로젝트 관리자
권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기능 조직
(Functional
organization)

거의 없음

매트릭스 조직(Matrix)
약한 매트릭스

제한적
(Expeditor)

프로젝트
조직

균형 매트릭스

강한 매트릭스

제한적~보통

보통~ 강함

높음~전체
보유

인력 가용 능력

거의 없음

제한적

낮음~보통

보통~높음

높음~전체
보유

프로젝트 예산
관리

Functional
Manager

Functional
Manager

Functional/
Project Manager
Mixed

Project
Manager

Project
Manager

프로젝트 관리자
시간 투자

일부 시간
투여

일부 시간
투여

전체 시간 할당

전체 시간 할당

전체 시간
할당

프로젝트 팀원
시간 투자

일부 시간
투여

일부 시간
투여

일부 시간
투여

전체 시간
할당

전체 시간
할당

현업 프로젝트
관리 유형

프로젝트 관리자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98
조직 형태

완전 프로젝트
중심조직

나. 사업 단계별 PMO의 역할
기획 및 착수
• 제안요청서(RFP) 작성지원
(기술검토, 용량산정)
• 사업자 선정 지원
•(기술협상, 하도급적정성판단)

집행
• 계획 대비 이행실적

점검,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

종료
• 산출물의 품질검토
• 발주자의 인수시험 및
검사 등 지원

• 기술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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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젝트 관리 영역별 PMO의 역할
영역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PMO 순수 기능
변경승인, 성과종합, 프로세스 준수
프로젝트 진행상황 종합보고, 범위조정
협의
전체 프로젝트 진척현황 취합, 일정관리
가이드 제시
품질검토(산출물, 프로세스)

품질관리
위험/이슈관
프로젝트 위험현황 취합 및 모니터링
리

프로젝트팀 지원 기능
프로젝트 진행상황 취합정리
현업부서의 요구사항 검토
프로젝트별 공정/진척관리, 미결사항 관리
품질목표 유지
위험 식별, 위험 추저그 이슈발생시 대처

핵심기술 분석 및 공정별 투입인력,
적정성 검토

인력확보, 인력관리

의사소통 계획 이행 상태 검토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지원

성과 측정 결과 검토
하도급 준수실태 점검
보안지침 준수 점검
성과지표 작성

성과관리 지표 및 성과 측정 방법 지원
하도급 계약관리 점검
보안대상 식별 및 관리
성과계획 및 평가 관리

변화관리

시스템의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

변경된 시스템에 의한 조직, 프로세스
등의 To-be로의 점진적 변화 유도

아키텍처
관리

아키텍처 검증 및 모니터링

아키텍처 설계 및 개발표준작성 가이드
제시

인력관리
의사소통
관리
성과관리
하도급관리
보안관리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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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PMO제도 CSF 및 정착을 위한 제언
가. PMO제도 CSF
이해관계자
발주기관

참여 SI 사업자

PMO

성공요소

- PMO 수행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 PMO 조직에 대한 신뢰
- 발주기관의 역할 수행의 충분성 확보
- 발주기관과 참여 사업자와 의견 조정
- 참여 사업자간의 의견 조정
- 주요 이슈 및 미결 사항 해결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
- 추진 단계별 목표 확인 및 주기적인 진행과정 확인/보고
- 사업 산출물 품질제고를 위한 점검 활동
- 업무적, 기술적 전문성 확보

나. PMO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 프로젝트 관리 및 PMO 인력과 업체들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
- 공공 사업의 발주자들의 업무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강화
- PMO의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 측정 체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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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A
위 강의교재의 저작권은 강정배
기술사에게 있습니다.

kangjungb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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