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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입장에서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로젝

트 범위관리 활동을 범위의 기획 및 정의, 범위의 검증, 범위의 통제 3가지로 구분하고, 프로젝트
의 성과를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성과와 제품에 대한 성과 2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위관리 활
동들이 각각의 프로젝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
와 동시에 프로젝트의 규모, 공급자 유형, 경험여부와 같은 프로젝트 특성이 범위관리 활동과 프
로젝트 성과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발주자 입장에서 범위관리 각각의 활동이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실증 연구를 함으로서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발주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에 있
어 범위관리의 각각의 활동들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시켜 프로젝트 범위관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I. 서론 

조직의 정보시스템은 조직의 변화를 추진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것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과 
조직의 역량을 쏟아 부어 구축한 정보시스템이 
당초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발주자의 
프로젝트 만족도와 향후 시스템 활용도의 심각한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1998년 Standish Grou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IT프로젝트의 74%가 실패하고 26%만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하였다고 하며 
실패율이 높은 원인 중 주된 원인으로 
프로젝트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프로젝트관리의 어려움은 당초 프로젝트의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시스템 구현 과정상에 
끊임없는 추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개발범위의 왜곡이 발생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범위관리활동이 발주자 
입장에서의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범위관리 활동들이 발주자의 프로젝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공급자 
유형, 프로젝트 규모, 프로젝트 경험)들이 
프로젝트의 범위관리 활동과 발주자의 프로젝트 

성과간의 상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의 모형 

본 연구모형은 PMI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관리 활동 절차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 성과에 관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젝트에서의 범위관리활동이 
발주자의 프로젝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어떠한 
활동이 발주자의 프로젝트 성과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향 정도가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설정되었다.  

 
[그림 1]연구모형 

 
제 2 절 연구의 가설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위기획/정의활동과 프로젝트 성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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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범위기획/정의 활동은 과정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범위기획/정의 활동은 제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범위검증 활동과 프로젝트 성과요인 
가설 2.1: 범위검증 활동은 과정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범위검증 활동은 제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범위통제 활동과 프로젝트 성과요인 
가설 3.1: 범위통제 활동은 과정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범위통제 활동은 제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검증에 사용된 

측정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범위관리 활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PMI에서 정의한 내용을 토대로 범위관리 활동에 
대한 요인을 범위기획/정의, 범위검증, 범위통제로 
구성하였으며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분 측정변수 출처

범위

기획/

정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범위 및 범위관리 절차 

체계적으로 문서화 하고 WBS 작성 및 활용 

정도 

범위

검증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수작업을 하는 

지와 검수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도 

독

립 

변

수 
범위

통제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프로젝트 범위 변경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정도 

PM

BO

K 

Gui

de, 

200

4 

[표 1] 범위관리 측정변수 
 

프로젝트 성과에 관해서는 기존의 프로젝트 
성과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요인을 과정성과와 제품성과로 구성하였고, 
측정변수는 정규성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성과평가 요소들과 박봉구[2007]의 
선행연구의 측정변수들을 프로젝트 발주자 
입장에서 의 성과평가 요소들로 재구성 하였으며, 
다음의 [표 2]와 같다.  

구분 측정변수 출처 

과정

성과 

프로젝트가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목표한 일정과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진 정도 

종

속 

변

수 
제품

성과 

제품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지와 제품의 성능 및 

산출물에 대한 만족과 신뢰의 정도 

정규성 

등(2005

)박봉구 

(2007) 

[표 2] 프로젝트성과 측정변수 
 

그 밖의 조절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구분 측정변수 출처 

프로젝

트규모 

프로젝트 투입비용이 5억 이상이면 

중대형 프로젝트, 5억 미만이면 

소형프로젝트로 정의한다. 

프로젝

트경험 

프로젝트 발주자가 과거에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조

절

변

수
수주자 

유형 

수주(공급)사가 발주자의 소속 

그룹사인지 아니면 일반 사기업인지 

여부 

김상윤, 

백승익 

등(200

4),오교

철(200

4),McF

arlan(1

981) 

[표 3] 조절변수의 조작적 정의 

 
제 4 절 표본설계와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의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로 한정하였다. 설문의 응답대상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고객 총괄 PM이나 프로젝트 주관 IT부서 팀장 
및 팀원, 프로젝트 현업 업무 리더로 하였다. 
설문의 수집방법은 직접방문을 통한 설문방식과 
인터넷에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총 
106부의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문 8부를 제외한 98부의 
설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제 1 절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다항목 척도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항목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해본 결과 요인들의 
Cronbach’s alpha 값이 0.816에서 0.870 
사이의 값으로 나와 모든 요인들의 측정치가 0.8 
이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함께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임을 검증하기 위해 배리맥스(Varimax)에 
의한 직교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범위관리활동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범위기획활동과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는 
범위정의 활동에 대한 문항들이 단일 특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였으며, 범위검증 활동 문항 중 뚜렷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 문항이 한 개 발견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범위관리활동 
측정항목 

범위기획/정의 범위검증 범위통제

범위기술서 작성 .834 .310 -.027

범위관리 절차서 .801 .300 .207 

WBS(작업분류체계)작성 .719 .054 .545 

WBS(작업분류체계)활용 .738 .110 .531 

산출물검증 기준수립 .246 .750 .274 

산출물검증 결과관리 .198 .847 .119 

프로젝트검수범위적절성 .174 .635 .386 

검수작업에 WBS활용 .098 .446 .469 

범위변경절차 수립 .254 .297 .794 

범위변경절차 적절성 .156 .266 .877 

범위변경 이력관리 .310 .520 .608 

[표 4] 범위관리활동의 요인분석결과 
 

종속변수인 프로젝트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5]과 같다. 제품성과 문항 중 뚜렷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 문항이 한 개 발견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프로젝트성과 
측정항목 

과정성과 제품성과 

합의된 절차 및 방법론 준수 .870 .289 

프로젝트 일정준수 .763 .409 

프로젝트 예산준수 .892 .168 

사용자요구사항 반영 정도 .619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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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성능 만족도 .223 .891 

시스템 신뢰도 .239 .899 

산출물의 분량 및 유용성 .409 .809 

[표 5] 범위관리활동의 요인분석결과 
 

제 2 절 분석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최초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량에서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을 위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기획/정의 5.378 1.144 

범위 검증 5.704 .819 범위관리활동 

범위 통제 5.153 1.176 

과정 성과 5.140 1.194 
프로젝트성과 

제품 성과 5.034 1.150 

표본의 수(N) 98 

[표 6]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 
 

제 3 절 가설검증 
가설 검정을 위한 변수들은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을 통과한 변수들을 사용하였으며, 가설에 
대한 검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인 [표 7]는 범위관리 활동이 발주자의 
프로젝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독립변수 
종속

변수 
R2 

표준화 

계수 
t 값 

유의

확률

범위 기획/정의 .056 .730 .467

범위 검증 .324 4.101 .000

범위 통제 

과정

성과 
.684 

.537 6.251 .000

범위 기획/정의 -.223 -2.097 .039

범위 검증 .400 3.635 .000

범위 통제 

제품

성과 
.386 

.413 3.450 .001

[표 7] 범위관리 활동과 프로젝트 성과의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위기획/정의 활동은 프로젝트의 
과정성과와 제품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위검증 활동은 프로젝트의 과정성과와 
제품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위통제 활동은 프로젝트의 과정성과와 
제품성과에 모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내용 채택여부

가설1.1 
범위기획/정의 활동은 프로젝트 

과정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2 
범위기획/정의 활동은 프로젝트 

제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1 
범위검증 활동은 프로젝트 과정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2 
범위검증 활동은 프로젝트 제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1 
범위통제 활동은 프로젝트 과정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2 범위통제 활동은 프로젝트 제품성과에 채택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8] 가설검증 결과 
 

제 4 절 프로젝트 특성 별 영향분석 
부가적인 목적으로 제시한 프로젝트 특성이 

가설검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프로젝트의 규모, 프로젝트 
수주(공급)자 유형, 프로젝트 경험여부를 
프로젝트 특성이라는 조절변수로 설정 하여 
데이터를 분류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과 같다. 

프로젝트 규모 수주자 유형 
독립변

수 

종속

변수
5억 

미만 

5억 

이상 

소속 

그룹사 

일반 

사기업 

범위 

기획/정의
.146 -.047 .017 .220** 

범위 검증 .315*** .250** .116 .627*** 

범위 통제

과정

성과

.417*** .717*** .363*** .518*** 

범위 

기획/정의
-.079 -.347 -.285 -.237 

범위 검증 .472*** .473*** .297 .444*** 

범위 통제

제품

성과

.163 .539*** .674*** .351*** 

주) * P[0.1   ** P[0.05   *** P[0.01 ],  표준화계수 

[표 9] 프로젝트 특성 별 다중회귀 분석 결과 

 
1. 프로젝트 규모 별 영향 
프로젝트 규모 별로 표본을 구분하여 표본 

전체의 결과와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5억 
미만의 소형 프로젝트에서는 범위기획/정의 
활동과 범위통제 활동이 프로젝트 제품성과에 
유효범위 안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프로젝트 특성 별 연구모형의 분석결과-5억미만 
 
2. 수주자 유형 별 영향 
프로젝트 수주자 유형 별로 표본을 구분하여 

표본 전체의 결과와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수주자가 소속 그룹사인 경우에는 과정성과와 
제품성과 모두 범위통제 활동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결과와는 다르게 
범위검증 활동이 프로젝트 과정성과와 제품성과 
모두 유효범위 안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주자가 일반 사기업인 경우에는 
제품성과에서는 전체의 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으나, 과정성과에서는 범위기획/정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정리하면 [그림 
3],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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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프로젝트 특성 별 연구모형의 분석결과-소속그룹사 

 

 
[그림 4]프로젝트 특성 별 연구모형의 분석결과-일반사기업 

 
IV. 결론  

프로젝트 발주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범위관리 활동이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연구를 진행 하였고, 그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범위관리 활동이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과정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하였는데, 범위검증 
활동과 범위통제 활동이 프로젝트의 과정성과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위통제 활동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범위검증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프로젝트의 과정성과와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위기획 
및 정의 활동은 프로젝트의 과정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위관리 활동이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제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하기 위해 변수를 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해본 결과 범위검증 활동과 범위통제 
활동은 프로젝트의 제품성과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통제 
활동이 범위검증 활동 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프로젝트의 제품성과에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제품성과에는 과정성과와 마찬가지고 범위기획 및 
정의활동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젝트 범위기획 및 정의활동은 
프로젝트의 과정성과 및 제품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프로젝트 규모별 범위관리 활동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영향도 분석에서는 5억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결과와는 
다르게 범위통제 활동이 프로젝트 제품성과에 
유의범위 안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억 이상의 중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결과와 같게 범위통제 활동이 프로젝트 
과정성과와 제품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수주(공급)자 유형별 범위관리 활동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영향도 분석에서는 
수주자가 소속 그룹사인 경우 범위 
기획/정의활동과 범위검증 활동이 프로젝트 
과정성과와 제품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주자가 소속 그룹사인 경우는 
일반사기업인 경우에 비해 발주자와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높고 수주자가 발주자의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범위 
기획/정의 및 검증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주자가 일반 
사기업인 경우 전체결과와 같이 범위검증 활동과 
범위통제 활동이 프로젝트 과정성과와 제품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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