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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해당 역의 로젝트를 조정된 앙 통제 방식으로 리하기 

하여 필요한 다양한 책임을 배정받은 조직, 부서나 주체를 말하며, 로젝트 리 지원 기능을 제공

하는 일부터 직 인 로젝트 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MO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공 인 공공 정보화 사업 완수를 해 우리나라 PMO 련  법제도 황을 선

행 연구자들에 따른 PMO 기능 분석 종합 자료와 미국의 표 화된 로젝트 리 로세스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리 지식 역 로세스를 용해 우리나라  

법제도의 합성을 비교 분석하 다. 연구 결과로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PMO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우리나라  법제도가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보완되어야 할 역들이 요구되었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공공 정보화 사업의 PMO 제도 도입 시 법  제도화와 문성을 제고하여 성공 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Keyword : PMO, PM, PMBOK, PUBLIC, Legal Processes, 법령, 법제도

1. 서론

 공공 정보화 사업을 체계 으로 리함으로써 로젝트 

기요소를 사 에 악 리하고 사업의 품질 향상 가능

성을 높이기 한 수단으로 곧 PMO 제도가 도입 될 

정이다[5]. 하지만  제도  황을 분석한 연구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 공공 소 트웨어사업 리를 해 

큰 범 로 자정부법, 소 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필두로 각 정부 주무부처 별 정보시스템 구축ㆍ

운  지침(행정안 부), 소 트웨어사업 리감독에 한 

일반기 (지식경제부), 용역계약일반 규(기획재정부)등이 

 공공발주기  로젝트 리의 척도가 되고 있다.

 정부 기 별로 PMO 제도를 우선 용시키고는 있지만 

어떠한 제도 속에 얼마만큼 공공 정보화 사업에 반 되고 

있고, 한 PMO의 어떠한 기능과 역할이  제도  받침 

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단해 보기에는 쉽지 

않다[2]. 

 본 연구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PMO 제도 도입  성공

인 PMO를 한 합성을 분석하기 해 재 국가에

서 시행 인 법령과 주무부처 별 지침, 고시, 규 등과 

같은 법규를 조사하 고 선행 연구자들에 따른 PMO 기

능을 분석한 자료와 미국의 표 화된 로젝트 리 로

세스인 PMBOK의 리 지식 역 로세스를 용하여 

합성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PMO 제도 도입에 있어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우리나라  PMO 련 법제도가 공공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보완되어야 할 역들을 명확히 

하고, 법  제도화와 문성을 제고하여 성공 인 사업 수

행에 기여하고자 한다[5]. 

2. 문헌  선행연구

 1) 선행 연구자들에 따른 PMO 기능에 한 연구

 PMO가 수행하는 기능은 로젝트 황  이슈에 한 

보고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우선순 를 결정하고, 지원, 통

제하는 역까지 매우 다양하다[3]. 

 궁극 으로 PMO는 로젝트의 성공 인 리를 한 

목 으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9]. 

Berry&Parasuraman(1991), Chase&Stewart(1994),

Bates(1998), Hill(2004), Crawford(2004),

- 921 -

제3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1호 (2013. 5)



기 명 구분 법제도 명

행정

안 부

법 자정부법

령 -

규칙 자정부법 시행규칙

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규칙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규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기

지식

경제부

법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령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규칙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고시 소 트웨어사업 리감독에 한 일반기

기획

재정부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규칙

규 계약 규(용역계약일반조건)

Dai&Wells(2004), Hobbs&Aubry(2005), Ayyagari(2006), 

Desouza&Evarsito(2006)와 같은 선행 연구자들이 연구한 

PMO 수행 기능을 종합해 보면 지원, 보고, 통제, 계획, 자

문, 교육, 품질 리, 산출물 검토, 요구사항 수집 정리, PM 

방법론ㆍ유지보수, 리스크 평가, 성과 평가, 인력 리, 감

사  검토, 구매  계약, 지식 리, 자원 리의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로젝트를 지원, 통제, PM 방법론․표  개발  

유지보수, 조직 인력 리, 지식 자원 리의 기능 등을 

우선시함으로써 로젝트의 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

시키기 한 실질 인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엔 PMO 

리 상의 확장으로 이를 지원하기 한 기능 역시 늘

어나고 있으며,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3].

 2) PMBOK에서 제시한 PMO 기능 

 로젝트 리 지식 체계(PMBOK) 지침서는 로젝트 

리 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표 으로 로젝트 리 실

무 종사자들이 인정하는 모범  실무 행들로부터 발 되

었다. 개별 로젝트의 리 지침을 제공하며 로젝트 

리  련 개념을 정의하고, 로젝트 리 생애 주기  

련 로세스를 설명하 다[10].

 PMBOK에서는 PMO 기능을 PMO가 리하는 모든 

로젝트 반에 걸친 공유 자원 리, 로젝트 리 방법

론, 모범  실무 행, 표 의 식별  개발, 지도, 편달, 교

육  감독, 로젝트 감사를 통해 로젝트 리 표  정

책, 차  템 릿의 수 여부 감시, 로젝트 정책, 

차, 템 릿  기타 공유 문서(조직 로세스 자산)의 개

발  리, 로젝트 간 정보 교환 조정으로 분류하고 있

다[10].

 3) PMO 제도 도입에 따른 련 법제도 연구

  (1) PMO 제도 도입

 2009년 투이 컨설  Y세미나 설문 결과 조사에 따르면 

PMO의 필요성에 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68%,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9%, 그리고 ‘필요 없다’

는 응답이 3% 정도로 PMO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97%로 

압도 으로 많았다. 한 실제로 PMO 도입 후 1년 이내

에 진행되는 로젝트의 성공확률이 37% 증가하 으며, 2

년 후에는 62%로 격하게 성공률이 증가하 고, 5년 후

에는 성공확률이 6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와 같이 PMO는 기존 로젝트 리와는 달리 실행 

리 측면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략과의 연계성이나 

험 리 등 사 차원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2) PMO 련 법제도 연구

 정부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자 정부 법을 개정해 PMO 

도입·운 을 탁할 수 있는 PMO 제도 정착에 기틀을 마

련하고자 한다[5].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내 PMO 

련 법제도는 2012년 12월까지 제정 는 개정된 소 트

웨어산업 련 법령 68개, 주무부처 별 지침, 고시, 규 

포함 53개 총 121개  련 세부 내용 악을 통해 21개

를 선정하 다.

<표1> 국내 PMO 련 주요 법제도 황

3. 연구조사

 1) 연구방법

 기존문헌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자료수집과 

통계분석을 통한 연구 근방법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 근방법

 2) 근방법

  (1) 자료 수집  분석 상 

 연구에 사용한 표본자료는 2012년 12월까지 제정 는 

개정된 한민국 소 트웨어산업 련 법령과 각 주무부

처 별 지침, 고시, 규  선정된 21개의 법제도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른 PMO 기능, 로젝트 리 지식 

역을 상호 비교하고 합성을 분석 하 다. 

 선정된 국내 PMO 련 주요 법제도 자료 황은  

<표1>과 같으며 각각의 법제도는 자체 입법 목 이 있기 

때문에 각 법제도별로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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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리 지식 역 확인 요소

4. 로젝트 통합 리 로젝트 리계획서

5. 로젝트 범 리

요구사항 리

Scope Statement

WBS

범  검증

범  통제

6. 로젝트 일정 리

활동

마일스톤

PND

활동 산정

일정 개발

일정 통제

7. 로젝트 원가 리

원가 산정

산 책정

원가 통제

8. 로젝트 품질 리 품질 리

9. 로젝트 인 자원 리 인 자원 리

10. 로젝트 의사소통 리 의사소통 리

11. 로젝트 기 리 리스크 리

12. 로젝트 조달 리 조달 리

PMO 기능 설명

지원 로젝트 리자 지원

보고 로젝트 리자 정보 보고

통제 성과 비교 평가, 차이 분석

계획 로젝트 일정 계획 수립

자문 활동 가이드, 의견제시, 진단

교육 로젝트 원의 역량 향상

품질 리 품질 계획, 보증, 통제, 리

산출물 검토 로젝트 수행 과정 기록물

요구사항 수집 정리 계약 수행 조건 충족

PM 방법론ㆍ유지보수 실무 행, 차  규칙 체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식별, 분석, 응, 통제

성과 평가 로젝트 주요 성공 요소 충족

인력 리 필요한 조직 구성, 원 리

감사  검토 로젝트 정책, 차, 유형 리

구매  계약 조달 계획, 조달 수행, 조달 리

지식 리 경험ㆍ지식 축  리  재활용

자원 리  로젝트의 자원 공유  조정

다[12]. 그러므로 <표1>의 법제도들은 상호 연 성과 상

호 운용성을 갖는 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하나의 법제도

로 규정하고 단하는 방식으로 조사하 다. PMBOK은 

4th Edition을 활용 하 다.

 3) 자료 수집 방식

  (1) PMO 기능 vs 법제도

 선행 연구자들은 PMO 기능을 <표2>와 같이 정의 하고 

있다.  

<표2> 선행 연구에 따른 PMO 기능 

<표1>의 각 법제도와 상호 비교하여 PMO 기능을 법제

도에서 연 성이나 개념 표 이  없으면 0, 문제를 제

기하거나 해당 정보가 있으면 언 으로 간주하여 1, 산출

물 등 확장의 개념이 존재하면 구체화로 산출하여 2에 해

당되는 가 치를 부여하 다.

  (2) PMBOK vs 법제도

 <표1>의 각 법제도가 로젝트 리 문 분야에서 인

정받는 표 화된 로젝트 리 로세스인 PMBOK의 

각 지식 역별 확인 요소 즉, <표3>이 어떠한 요소를 포

함하고 있는지, 합성에 한 분석을 해당 가 치를 기

으로 수집하 다.

<표3> 로젝트 리 지식 역 확인 요소

4. 분석방법

 1) PMBOK vs 법제도 분석 자료 황

 우리나라 PMO 련 주요 법제도인 <표1>과 PMBOK지

식 역 확인 요소인 <표3>를 토 로 총 21개의 법제도

로 가 치를 기 으로, 산출 하여 비교 분석한 자료는 다

음 (그림2)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2) 법제도에 한 PMBOK 항목별 그래

  분석에 의하면 PMO 련 주요 법제도는 (그림2)과 같

이 부분의 지식 역에서 결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PMO 련 법제도는 조달, 리계획, 품질 역에 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  리, 의사소통 역이 취

약하며 특히, 범 ㆍ일정ㆍ원가(3-BaseLine) 역의 보완이 

필요하다.

 2) PMO기능 vs 법제도 분석 자료 황

 선행 연구자들의 PMO 기능을 종합한 <표2>과 <표1>의 

각 법제도를 상호 비교 분석한 자료는 다음 (그림3)과 같

다. 

(그림3) 법제도에 한 PMO기능의 항목별 그래

  분석에 의하면 PMO 련 주요 법제도는 감사  검토, 

통제, 지원, 구매  계약 등 역 즉, PMO 의 기능  

리 감독 분야에 법제도가 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으로 선행연구자들이 밝힌 PMO 기능을 법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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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 해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야를 구체

이고 상세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1) 결론  시사

  연구 결과로 PMBOK 4th edition, PMO 기능, 법제도 

에서 공공 정보화 사업을 체계 으로 리하는데 필

요한 PMO 기능은 품질 리, 조달 리에 많이 치  되어 

있으며 법제도 한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른 PMO 

기능  지원, 감시  검토, 구매  계약의 역에서만 

다른 역치 보다 다소 높을 뿐 부분의 역에서 취약

한 부분들이 노출되었다. 

 이제 시작하는 우리나라 PMO 제도가 로젝트의 성공

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해서는 PMO 업무

범 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PMO 의 문성을 확보해

야한다. 이를 해선 련 법제도들이 구체 이고 상세히 

보완할 필요가 요구 되고 있다.

  PMO 제도 도입에 있어 법제도의 근거는 문기 을 

따로 두는 리감독  조달 리 역에서만 그치고 있다. 

구체 이고 명확한 기 으로 법제도들을 세부  항목별로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되고 상  가치를 지닌 로젝트 이론과 각각

의 입법 목 이 있는 법제도와 객 인 가치를 비교 분

석하는데 주 인 가 치를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

다. 나아가 PMBOK과 PMO 기능과 역할 측면의 다양성

을 기 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본 연

구에서 다룬 법제도뿐만 아니라 더 큰 범 의 법제도로 

폭넓게 근, 분석 한다면 더욱 더 의미 있는 기 을 발견

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한다.

 이제는 보다 공공정보화 사업부문에 있어 상세 기획  

세부 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내, 외부 문가 등으로 구

성된 사업 리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사업을 체계 으로 

리하고 로젝트 험요소를 사 에 악 리하여 사업

의 품질 향상을 가능토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요할 것

이다.

 2) 향후 연구 방향

 PMO 제도 도입은 로젝트 성공과 깊은 연 이 있다. 

따라서, 향후 PMO와 련되어 PMO 제도 도입과 로젝

트 성공과의 계를 연구하고, PMO 제도가 공공 기 의 

조직 문화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한다면 좀 더 PMO 

제도의 실 인 정의를 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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