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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the IT projects are increasing due to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risks, 

resulting in the adoption of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onto IT project management practices, including public 

area projects.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regulated the application of PMO onto large scale public IT projects. 

However, since there has been no reliable method to estimate the cost to execute PMOs, a PMO cost evaluation model 

to support the budget and cost planning of PMO projects is required.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ystematic cost evaluation model for PMO projects. We identified the dimensions that determine the PMO execution 

cost to be the scale of the subject project, the technical difficulty level of the subject project, and the tasks to be 

executed in the PMO project. Based on the determinants, the PMO execution cost model were developed from historical 

data and experts opinion. Upon verification,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model has high level of consistency compared 

with their experiences of real PMO projec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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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정부사업 형화, 개인정보 유출, 신기

술 도입, 다수 시스템 연계․통합 등 험요소의 증

가로 인하여 성공 인 사업 리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공 인 사업

리를 해서는 다수 사업의 상충 계를 조율․통합

하고, 사업수행에 한 종합 인 검과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에 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증진

시켜야 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PMO란 자정부사업의 험을 방지하고 품질

을 향상시키기 해 자정부사업의 리․감독 

업무를 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사업 리 수행 

문가가 발주기  사업의 기획부터 사업 후 지원

까지  단계에 걸쳐 사업 리 수행  기술측면

을 지원할 수 있다(Ministry of Security and Pu-

blic Administration, 2013). 즉 PMO란 사업 리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하나로서, 시스템 개발 

조직  운  조직과는 별도로 주 기 의 입장에

서 로젝트를 성공 으로 이끌도록 지원하기 

한 사업 리 문조직을 의미한다(National Infor-

mation Society Agency, 2006, 2011).

PMO는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른 각종 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한 사업 리에 한 문

성의 확보와 정보화 사업의 성공 인 수행을 한 

제반 요소들의 통합  리가 가능하다는 에서 

자정부사업의 품질 제고를 한 효율 인 방법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PMO 제도 도입의 필

요성 증 에 따라 PMO 도입․운 을 한 산 

확보 등을 해 정한 PMO 수행비용의 산정 필

요성이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PMO 수행 품질의 확보를 해서는 

자정부사업 산의 효율  집행이 선행되어야 하

며, 그에 따른 합리 이고 공정한 PMO 수행비용

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자정부사업

과 련된 가 기 에는 정보 략 계획이나 정보

시스템 감리 등이 있지만, 수행업무나 차 등이 

모두 상이하여 PMO에 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

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체계 인 PMO 

가 산정모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 리(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9) 등 

PMO 유사 가 제도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

하고, PMO 도입 단 , 수행단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특성과 단계별 요구사항에 따른 

상황에 합한 극성과 유연성을 갖춘 PMO 

가 산정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PMO 

유사 가 제도를 분석하고, PMO 가 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문가 상의 요인 

분석  설문에 의해 추정치 도출  타당성 검증

을 통하여, PMO 가 산정기 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련 연구

PMO 도입 유형은 조직 자체 으로 PMO를 수

행하는 경우와 외부 업체에 PMO 용역을 의뢰(아

웃소싱)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유형들 에서 PMO 아웃소싱을 상으로 하

고 있다. PMO 도입에 따른 가 산정은 아직 명

확한 기 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내의 PMO 

가 황 사례를 살펴볼 때 사업 규모에 따라 본사

업비 비 5∼10% 정도의 가가 할당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6).

가기 과 련된 연구는 소 트웨어 사업 가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2013) 등

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박혜자

(Hyeja Park et al., 2012)는 다차원 모델에 기반을 

둔 소 트웨어 사업 가기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데, OLAP의 다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기획․

개발․운   유지보수와 같이 사업유형이 다르

더라도 가 산정의 임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박찬규(Park et al., 2009)는 

한정된 보정요소로 인한 소 트웨어 개발비 기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MO Cost Estimation Model    171

의 문제 과 해외 비용산정 모형을 분석하여, 소

트웨어 개발비 기 에 추가로 도입이 가능한 보

정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 PMO 상 사업인 정보화사업의 소요비용 

측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어 왔다. 강운식(Kang et al., 2007)은 서

비스 요청 리를 통한 IT 운 비용 최 화 방안

을 제시하 는데, IT서비스 요청에 따라 정보시스

템 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에 착안하여 서

비스 요청 모형을 비용모형으로 환하여 측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성철(Jun et al., 2008)

은 주로 형 건설 로젝트에서 사용되는 획득가

치 리(EVM：Earned Value Management)를 국

내 소 트웨어 개발 로젝트에 용하여, 로젝

트 진행 기간 의 일정  비용을 측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참고할 수 있는 타 분야의 가 산정 기

으로는 정보 략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건설사업 리(CM：Construction Mana-

gement), 정보시스템감리 가 기  등이 있다. 먼

, 최근 2014년 5월 고시된 정보 략계획 가 기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2013)은 

업무별 가 치와 업무 난이도의 2개 차원(dimen-

sion)으로 가가 결정되는 모형으로서, 업무별 가

치와 업무 난이도를 바탕으로 컨설  지수를 산

정하여 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업무별 

가 치는 세부 활동들을 포함한 단계별 해당 로

세스의 업무별 가 치의 합으로 계산되며, 업무 난

이도는 조직규모, 업무처리유형 등 상사업의 난

이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난이도 계수에 따라 계

산된다. PMO의 경우 수행비용이 본사업비의 규모

로부터 큰 향을 받고 있지만, 정보 략계획 

가 기 은 수행되는 업무 단계와 업무 난이도의 2

개 차원으로 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PMO의 

가 산정에 직 으로 용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건설사업 리 가 기 (Ministry of Land, In-

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9;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2013)

은 상 건설사업의 규모(공사비)와 건설사업 리 

용 상 단계의 2개 차원으로 가가 결정되는 

모형이다. 건설사업 리 가 기 에서는 각 사업

단계에 해당하는 용요율을 공사비의 규모별로 제

공하고 있으며, 공사비와 건설사업 리 용 상 

사업단계에 해당하는 값을 합산하여 요율을 산출

한다. 체 으로 건설사업 리 가는 공사비의 

4∼10% 범 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요율표에 제시된 공사비 구간 내에서는 직선보

간법을 사용하여 가를 산정하며, 2,000억 원을 

과하는 공사비에 해서는 별도의 요율 산출식을 제

공하여 가를 산정한다. 여기서 요율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1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산

출된 요율에 하여 공사비를 곱하여 액을 산출

한다. 건설사업 리 가 기 의 경우에는, 결정요

인 본사업비 규모와 수행되는 업무 단계의 2개 차

원으로 가가 결정되어, 역시 본사업비 규모에 

의해 향을 받는 PMO 가와 연 성이 있다. 그

러나 수행되는 활동들이 PMO 활동과 상이하고, 

조직규모 등 본사업의 난이도와 련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  용은 어려우나 

기본 인 구조는 참고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감리 가 기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6; National Information So-

ciety Agency, 2008)의 경우, 건설사업 리와 유사

하게 감리 용 상 단계와 감리 상사업비의 2

개 차원으로 가가 결정되는 모형이다. 직 경비

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감리 가

는 기본감리비로 표되며,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 

포함 여부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한 감리 상

사업비 구성항목별 보정비율을 제공하여, 상사

업비 구성 항목에 해당하는 보정비율을 감리 상

사업비에 곱하여 가를 산정한다. 정보시스템감

리 가 기 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련 가 

기   PMO 가 산정의 용도에 가장 가깝게 

용될 수 있는 모형이다. 그러나 감리 가의 산출

에 고려된 활동이 PMO의 활동과 상이하고 본사

업의 난이도와 련된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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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Methodology to Develop Cost 
Estimation Model

있어 건설사업 리 가와 마찬가지로 구조는 참

고할 수 있으나 PMO 가의 산정에 직  용하

기는 어렵다.

한편 국외의 경우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PMO 

가 산정기 에 련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

다. 다만 미국에서 발간된 PM Solution의 2010년 

PMO 황보고서(PM Solutions, 2010)에 따르면, 

조사된 상기업 기 으로 PMO 비용은 체 총 

사업비의 6.25% 수 인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 값을 국내 PMO 수행비용의 산정에 직 으

로 용하기에는 수행 단계의 범   본사업의 

난이도에 한 다양한 경우를 고려할 수 없어 어

렵지만, PMO 가의 략  범  유추에 참고할 

수 있다.

련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가 

산정기 들은 PMO 가 산정기  개발에 직

인 용이 어려우나, PMO 가를 결정하는 요인 

도출시 참고 기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 가 산정기 들을 참고하여, 

PMO 도입단 , 수행단계  사업규모 등을 고려

한 가 산정기 을 개발하고자 한다.

3. 가 산정 차

PMO 운 에 한 구체 인 지침은 시행 기

에 있어 데이터 분석 심의 방법 용이 부 합

하다는 실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가를 

상으로 추정에 의한 설문조사법을 활용하여 

가 산정모형에 소요되는 요인들의 추정치를 구해

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추정치의 신뢰성을 확보하

는 방안을 용하는 것이 건이 된다. 이를 하

여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이 가 추정

을 하여 ‘문제정의  황분석-작업요소분석 - 

비용(시간)분석- 가모형산출-이행 략수립’의 5

단계의 차를 통해 가기 을 수립한다.

먼 , ‘Phase I. 문제정의  황분석’ 단계에서

는, 가 산정의 필요성, 가 산정기  수립시의 

기 효과와 수립된 가 산정기 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가 산정기  수립의 목 을 정의한다. 

련 사례분석은 공공  민간기 의 련 사업내

용과 사업비 구성  PMO 수행 유형, 조직 구성 

등의 자료들과 기존 공공  민간기 의 PMO 

가 산정사례 등을 분석한다. 한 기존의 공공  

민간기 에서 수행한 PMO 사업에서의 가 산정

사례 분석과 건설 CM(Korea Agency for Infras-

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2003), IT 컨

설  가기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6) 등 유  가기 의 구조 분석 등

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한다. 이와 같이 PMO 사례  

련 가 황의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가 산정

시의 주요 이슈사항들을 체계화하며, 가 산정방

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단계는 본 연구의 서론

과 련연구 부분과 첩되는 내용으로서, 이후의 

에서는 구체 으로 언 하지 않고 생략한다.

두 번째, ‘Phase II. 작업요소분석’ 단계에서는, 

PMO 도입 유형의 안과 본사업의 특성을 분석

하여 PMO의 활동요소와 사업 난이도 요소의 가

치를 산정한다. PMO 도입 유형의 안 분석에

서는 단 사업, 사업군  기 체 등의 PMO 도

입 범 의 유형과 본사업 수명주기 상에서의 PMO 

용 범 와 수행활동, 그리고 PMO 역할  기능 



PMO 가 산정모형의 개발    173

<Table 1> PMO Cost Data

(Unit：hundred milion KRW)

Subject Projects Subject Project’s Scale PMO Cost

Project 1 93 4.5

Project 2 98 5.17

Project 3 56 9

Project 4 36 10

Project 5 130 8

Project 6 104.9 1.43

Project 7 402 13

Project 8 991.3 50

Project 9 96.2 4.07

Project 10 377 7

Project 11 70 1

유형에 한 안 분석을 통해 PMO 수행 가의 

결정요인들을 도출한다. PMO 수행활동별 업무가

치는 PMO 사업의 발주․수주기   학계 

문가로 구성된 문가 집단을 상으로 문가 집

단의사결정모형인 AHP(Analytical Hierarchy Pro- 

cess) 기법을 용하여 산정한다. 한 본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PMO 난이도 결정요인들을 도출하

고, 자료  문가 설문으로부터 난이도 가 치

를 평가하여 산정한다.

세 번째, ‘Phase III. 비용(시간)분석’ 단계에서는, 

1차 설문을 통해 기존 공공․민간기 의 PMO 수

행 비용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추정치에 

한 2차 설문을 실시하여 문가 추정치를 통합

한다. 1차 설문 분석에서는 먼 , 기존 PMO 수행

사업의 활동내역과 사업특성에 해 가 치를 

용하여 PMO 규모지수로 환산한다. 도출된 PMO 

규모지수와 PMO 사업비용 사이의 계를 회귀모

형으로 분석하여, 주요 라미터의 추정값과 신뢰

구간을 도출한다. 이러한 1차 설문의 비용자료 분

석을 통해 얻어진 추정값과 신뢰구간을 바탕으로 

문가 2차 설문을 수행한다. 1차 설문의 추정값

과 신뢰구간을 제시하여 2차 설문을 수행하는 이

유는 단순 설문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성

이 낮기 때문이다. 한 실제 수집 자료의 추정치

와 신뢰구간을 제시한 상태에서 문가 추정치 설

문을 실시하면 신뢰성 있는 설문 응답을 기 할 

수 있으며 이상치를 방지할 수 있다. 2차 설문을 

통해 수집된 응답 결과는 종합하여 통계처리를 통

해 추정치를 산정하고 이상치를 필터링한다. 이상

치 응답에 해서는 델 이(Delphi) 기법을 용

하여 해당 응답자를 상으로 재설문을 시행하여 

추정치의 수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네 번째, ‘Phase IV. 가모형산출’ 단계에서는, 

가 산정의 수리모형을 수립하고 수립된 가 산

정 모형의 시뮬 이션과 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

성을 검증한다. 가 산정 수리모형은 가 요소 

결정요인 모형과 주요 라미터 추정치를 기반으

로 비선형 회귀모형 등의 체계 인 통계기법을 

용하여 가 산정의 수리모형을 수립한다. 가 

산정의 수리모형은, 기존 사업비 자료에 한 

가 시뮬 이션과 문가 집단의 가 모형  

라미터 값의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다섯 번째, ‘Phase V. 이행 략수립’ 단계에서는, 

가 산정의 해설서를 작성하고 이해 계자를 

상으로 가 모형의 검토를 시행하고 의견을 수렴

한다. 한 유 기 과의 력을 통해 가 기

의 정착을 지속 으로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 차에 따라, 다음의 제 4장

에서 ‘Phase II. 작업요소분석’을 통해 PMO 가

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한다. 제 5장에서는 

‘Phase III. 비용(시간)분석’과 ‘Phase IV. 가모형

산출’을 통해 가 산정식을 산출하며, ‘Phase V. 

이행 략수립’을 통해 사업 특성에 따른 가 산

정 차를 제시한다.

4. 가 산정방향과 주요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 가(National In-

formation Society Agency, 2006)에서의 상사업 

규모 산정 방식과 <Table 1>에 나타내고 있는 

PMO 가 사례를 참고하여 PMO 가의 결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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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구분  정의한다.

여기서 <Table 1>의 PMO 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Figure 2>와 같이 

상사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PMO 가가 증가하

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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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PMO Cost Increase with Subject 
Project’s Scale

한 사업 3과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에서는, 다

른 사업과 비교하여 상사업규모 비 PMO 

가가 높게 책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 용단계/활동, 유 조직 복잡도 등의 요인에 

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시로 제시한 사

업 3의 경우 경우에는 사업 1과 비교하여 상사

업규모 비 PMO 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사업 3이 사업 1에 비해 더 많은 

용단계/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되며,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가의 차

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4.1 PMO 가의 결정요인

PMO 가의 규모는 상사업비 등의 상사업

규모와 유 조직 복잡도 등의 상사업특성, 실제 

사업에서의 용단계/활동 등에 따라 가가 결정

되는 모형으로 정의된다. 그밖에 PMO 수행유형에 

따라서도 PMO 가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PMO의 수행유형을 련 지침[4]에

서 정의한 형태를 기 으로 수행하 기 때문에, 고

려 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가 결정요인은 

상사업규모, 상사업특성, 용단계/활동의 3개 차

원으로 구성되며, <Figure 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PMO
Scale

2

Application phase
/Activity

Subject projects
characteristic

Subject projects scale

<Figure 3> Dimensions of PMO cost factors

4.2 상사업의 규모

상사업 규모는 PMO 가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으로서, 본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등의 

요인에 의해 상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PMO의 규모가 변화한다. 본사업비 이외에도 본사

업의 유 조직 규모 등이 상사업 규모와 련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은 사업

특성 요인으로 제 4.4 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한다.

본사업비와 련한 고려사항으로서, 본사업의 유

형에 따른 본사업비 보정비율이 있다. 본사업비 보

정비율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감리 가(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6)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정비율을 용하여 PMO 본사업비를 보정

할 수 있게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 가에서 보정

비율을 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감리 상이 

되는 정보화 사업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을 수 있으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감리 업무의 형

태와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

하여 감리 상 정보화 사업의 규모를 감리업무의 

에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정보시스템 감리 가의 보정비율을 PMO 가에 

용할 수 있는 이유는 앞의 두 가지 가에 해당

하는 본사업이 모두 동일하게 정보시스템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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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비에 해당하며, 소 트웨어 개발비  하

드웨어․소 트웨어 구입비 등 동일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

의 정보시스템 감리 가 사업비 유형별 보정비율

을 용하여, 본사업의 사업비 보정 액을 본사업

비 구성항목별로 보정비율을 각각 곱한 후 합산한 

본사업비 보정 액을 산정한다.

  <Table 2> Weight Adjusting Coefficients for the 
Cost Elements of the Subject Project

Cost elements of subject project
Adjusting
Coefficient

1. Software development cost 1.000

2. HW and COTS SW procurement cost 0.456

3. Database construction cost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0.422

4. Miscellaneous costs including cost to 
build, migrate, rent computing 
facilities, cost to install sensors or 
terminals, telecommunication or 
electricity cost, materials cost, etc.

0.000

Note) In case planing and testing tasks to build com-

puting facilities, CCTV, and/or sensors are re-

quired, the adjusting coefficient of the software 

development cost is applied on the costs for 

such human services.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PMO 가의 비선형  

특성이 있다. 일반 으로 본사업의 규모에 따라 

PMO 가도 증가할 것으로 단할 수 있지만, 실

제 업무상에서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하여 선형

인 비례 계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사 가 제도인 ISP(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2013), 감리 가기 (National Infor-

mation Society Agency, 2006)에서도 상사업의 

규모에 따라 해당 가가 증가하지만, 규모의 경

제 등으로 인하여 선형 인 비례 계가 아닌 비선

형 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의 비선형성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본사업을 통합하여 PMO를 용하는 경우도 고려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 사업 수행에 따

른 규모의 경제효과  련 시 지효과 등으로 

인해 상사업별 PMO 가의 단순 합산과는 차

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보정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복수의 연계사업에 해 PMO 통합 

용시의 탁 가 결정모형이 필요하며, 이는 문

가 추정치  실제 조사치를 바탕으로 연계 용

시의 가보정 방안을 수립하여 용하도록 한다.

4.3 용단계/활동

PMO 가의 규모는 PMO 용단계의 범 와 단

계별 활동에 따라 변화한다. PMO 용단계는 ‘기

획단계(Pre-PMO)→집행단계(PMO)→사후 리

단계(Post-PMO)’로 구분하며, 여기서 하자여부 검

토,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성과지표 달성여부 평

가 등의 PMO 사업수행종료 이후의 활동들을 사후

지원 단계(Post-PMO)로 정의하여 구분한다. 상

사업의 용단계 구분과 구체 인 단계별 활동은 

‘ 자정부사업 리 탁에 한 규정’(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3)에 명시

된 상세 업무범 를 참고하여 단계별 활동과 가

치 모형을 <Table 3>과 같이 수립한다.

4.4 상사업의 특성

PMO 가는 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향을 

받게 된다. 상 사업의 특성은 해당 사업의 리

, 기술  난이도에 련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표 될 수 있다.

상 사업의 리  난이도에 한 요인에는 유

조직 복잡도가 있으며, 기술  난이도에 한 

요인에는 상 사업의 기술  보편성이 있다. 그

밖에도 납기요구정도, 상사업 수행조직의 복잡

도 등의 다양한 요인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

에는 한정된 가용 자료로 인해, 고려 가능한 요인

에 실  제약이 따름에 따라 본사업 내용을 바

탕으로 한 문가의 단으로부터 비교  쉽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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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PMO Phases, Activities, and Weight 
Coefficient Model

Phase Activity
Weight 
coefficient

Planning
Integrated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Implementat
ion

Initiation 
and 

planning

Integrated management

Stakeholders management

Scope management

Resources management

Schedule management

Risk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Procurement management

Communication 
management

Change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Execution 
and 
control

Integrated management

Stakeholders management

Scope management

Resources management

Schedule management

Risk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Procurement management

Communication 
management

Change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Closing

Integrated management

Procuremen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Post Implementation

Integrated management

Change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Sum of PMO activities’ weights

* Rules for outsourcing e-Government project ma-

nagement,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

nistration, 2013.

정 가능한 유 조직 복잡도와 기술  보편성을 

표 요인으로 선정하여 해당 요인의 PMO 수행비

용에 한 향도를 살펴보았다. 보다 다양한 요

인들의 향을 살펴보지 못하 다는 은 본 연구

의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다.

먼  기술보편성은 새롭거나 특수한 기술의 

용 여부로서, 이러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PMO 

활동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

보편성의 난이도는 도입 아키텍처의 친숙도와 신

기술 용 여부를 고려하여 단한다. 두 번째, 유

조직 복잡도의 경우 실제 수행조직은 아니지만 

업무상 련되어 있는 유 조직의 복잡도로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서 유 조직이란, 본사업 수행조직에 포함되

지는 않으나, 본사업의 성공  수행을 하여 지속

으로 의사소통  력을 수행해야 하는 발주기

 외부의 조직 는 내부의 다른 부서를 의미한다. 

유 조직의 수가 늘어나면 의사소통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PMO 활동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므로, 유 조직의 수를 유 조직 복잡

도에 한 난이도의 요인으로서 고려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6; National In-

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Table 4> Subject Project Complexity Adjusting 
Factors

    Factor

 Level

Technical 
Commonness

Related 
Organization 
Complexity

Simple

Common and 
well-known 

architectures and 
technologies are 

used

No contact point of 
related organization 
requiring consistent 
communications

없음

Normal

New architectures 
and technologies 
with few 

application cases 
are partially used

A few contact point 
of related 
organization 

requiring consistent 
communications

Complex

New architectures 
and technologies 
with few 

application cases 
are largely used

Many or foreign 
contact point of 
related organization 
requiring consistent 
communications 

본사업의 특성에 한 난이도 보정계수는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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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되는 난이도 보정 요인별 단기 의 난이

도 계수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

한 고려를 통해 <Table 4>와 같은 상사업 특성

요인에 따른 난이도 보정계수 산정표를 수립한다.

5. 단계별 활동  가 치 도출

본 장에서는 PMO를 수행하는 각 단계별 활동  

활동별 가 치를 설정한다. 이를 통해 해당 PMO 

사업에서 체 활동을 수행하거나 부분 인 활동

을 수행함에 따라 한 PMO 업무가 치를 산

정할 수 있게 된다.

단계  활동은 제 4장의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낸 바와 같이 단계  단계별 활동의 계층별 

가 치를 산정한다.

5.1 조사  설문 시행

PMO의 단계별 활동 계층은 <Table 3>과 같이 

계층 으로 구분되어 있다. 1계층은 기획, 집행, 사

후 리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획 

 사후 리는 하 에 활동들로 구성된 한 계층이, 

집행 단계의 하 에는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로 다시 구분된 세부단계와 그 이하에 활동으

로 구성된 두 계층이 추가로 존재하는 형태이다.

기획, 집행 는 사후 리의 1계층 단계 구분의 

경우에는 실제 가의 용 시에 각 단계별 상

 비용 비율을 고려하여 가의 조정에 사용하는 

요한 값으로서 체 사업비 구간별로 AHP를 사

용하여 상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 다. 단계 

구분의 하 에 있는 세부단계  활동별의 비용 

비율은 공식 인 가에 직  사용되지는 않으나, 

활동별 수행여부에 따른 비용의 세부조정이 필요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각 활동별 가

치를 산정한다. 그러나 활동별 가 치의 산정을 

1계층과 동일하게 AHP를 이용하여 사업비 구간

별로 산정하기에는 설문의 분량이 과다해지는 

실  문제가 있어, 하  계층들에 해서는 AHP

를 직  용하는 신 각 활동별의 상  업무

량을 문가 그룹에 7  척도로 평가하게 하여 상

 가 치를 산정하 다.

즉, 1계층의 기획, 집행, 사후 리의 단계 구분에 

해서는 AHP를 이용하여 상  가 치를 구분하

고, 1계층의 각 단계의 가 치를 나 어 할당한 세

부 단계  활동들이 가지는 부분  가 치(local 

weight)의 산정은 각 세부활동들이 다른 활동들에 

비해 상 으로 가지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1

계층의 가 치를 분할하여 산정하 다.

단계  활동의 가 치 산정 방식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HP를 통해 평가된 1계층 단계의 

가 치를 로 둔다. 이 때 기획, 집행, 사후 리 각

각의 가 치를   로 나타낼 수 있다.   단

계 하 의 활동 의 활동별 가 치를 라고 하

고, 각 활동별로 7 척도로 평가된 주  업무량 

정도를 라고 하면, 각 단계 의 활동 에 해,

 ⋅





      (1)

로 산정된다. 이 게 함으로써,

 


       (2)

의 계가 성립하여 각 활동별 가 치 는 단계

별 가 치 의 값을 활동별 상  업무량에 따

라 분할한 값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한, 집

행 단계의 하 에 있는 세부단계의 가 치에 해

서도 해당 세부단계에 포함된 활동들의 가 치 값 

를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먼  1계층의 가 치를 산

정하기 해 AHP 설문을 실시한다. PMO 업무가

치인 1계층의 단계별 가 치를 산정하기 하여 

먼  본사업의 단계별 활동에 한 기본 인 정보

를 제공하고, 본사업의 규모별로 상 인 가 치

를 주 으로 입력한다. 다음으로는 주  추정

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본사업 규모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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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간의 체비교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가 치를 

정하게 한다. 체비교 결과의 일 성 여부는 일

성지수(consistency index)를 통하여 단한다. 

설문 자료 분석 결과 본사업비 규모별 일 성 비

율(consistancy ratio)의 평균값은, 본사업비 규모

가 20억, 50억, 80억 일 때 각각 0.14, 0.15, 0.16으

로 나타났다. 1계층의 각 단계별 하  계층인 세부

활동에 한 가 치의 경우에는, 수발주기 의 

문가 그룹에 상  업무량을 7  척도로 평가하

도록 설문을 실시한다.

가 치 설정을 한 설문과 별도로, PMO의 

가결정 후보요인과 수행비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해 PMO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발주기 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발주기  상 설문은 

총사업비 비 PMO 수행비용, 본사업의 특성 등 

가모형 추정에 소요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설문

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신 하지 않거나 극단 이

고 의도 인 응답 결과에 의해 큰 향을 받는 등 

추정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단 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설문에서 도출된 주

요 라미터 추정 값  신뢰구간을 제시하여, 

문가의 추정치를 재설문하는 개선된 델 이(Delphi) 

기법을 용한다. 이러한 델 이 기법을 본 연구에 

용함으로써 이상치를 사 에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문가 추정치를 수집한다.

델 이 기법을 용한 2차 설문은 PMO 수행경험

이 있는 발주․수주기  문가를 상으로 실시

하며, 1차 설문의 추정치에 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차 설문은 앞에서 언 한 바

와 같이 1차 설문의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추정

치  신뢰구간을 제시한다. 한 신뢰구간은 보수

인 하한값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문가 

2차 추정치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한다.

5.2 조사결과 분석

의 내용에 따라 구성된 설문지를 발주․수주

기  문가를 상으로 발송하여 조사 결과를 취합

하 으며, 설문 취합 결과 건수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Result of Data Collection

Item Procurers Executers Total

1st survey
(weights)

8 7 15

1
st
 survey

(execution cost)
11 - 11

2
nd
 survey 11 10 21

먼  1차 설문의 AHP 조사  설문의 경우 발

주기  문가 8건과 수주기  문가 7건으로 총 

15건이 수집되었다. 반면 1차 설문의 수행비용 조

사  설문의 경우 발주기  문가를 상으로 한 

총 11건이 수집되었다. 통계 인 유의성 확보에는 

부족하지만 체 인 경향의 악은 가능하기 때

문에, 수집된 설문 응답 자료들을 상으로 신뢰

구간 추정치를 산출하여 2차 설문을 실시한다. 2

차 설문의 경우에는 총 21건으로, 발주기  문

가 11건과 수행기  문가 10건이 수집되었다.

5.2.1 1차 조사결과 분석

1차 설문에서는 <Table 3>의 단계별 가 치를 

본사업 규모별로 수집하며, 실제 사업 수행에 따른 

PMO 수행비용과 PMO 수행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난이도 요인에 하여 수집한다.

단계별 가 치는 본사업 규모와 발주  수주기

 문가의 단계별 업무 가 치 추정치 간의 선

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한다. 본사업 규모별로 

추정된 단계별 가 치는 <Table 6>과 같다.

기본 가 산정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먼  

수집된 실제 PMO 수행비용을, 체 PMO 업무 

단계를 수행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추정한다. 이

게 추정된 수행비용과 본사업비 보정 액 규모간

의 회귀분석을 통해 기본 가 산정식을 추정하며, 

추정된 산정식에 따라 본사업비 보정 액 규모별 

PMO 기본 가 추정치를 다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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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1st Estimates for the Weight 
Coefficients of the PMO Phases

(unit：hundred million KRW)

  Phase

 Scale
Planning

Implementation Post 
Impleme
ntationInitiation Execution Closing

5 0.203 0.131 0.531 0.063 0.072

10 0.202 0.133 0.527 0.065 0.072

20 0.201 0.136 0.520 0.069 0.074

40 0.199 0.142 0.505 0.077 0.076

60 0.197 0.149 0.491 0.085 0.079

80 0.195 0.155 0.476 0.092 0.082

100 0.193 0.161 0.462 0.100 0.084

200 0.183 0.192 0.389 0.138 0.097

300 0.173 0.223 0.317 0.177 0.110

500 0.152 0.284 0.175 0.252 0.137

<Table 7> Estimation Result of PMO Basic Cost

(unit：hundred million KRW)

Adjusted cost of 
subject project

Estimation of
PMO basic cost

5 0.5

10 0.5

20 1.0

40 1.7

60 2.4

80 3.0

100 3.6

200 6.4

300 8.9

500 13.5

산정된 기본 가 추정치는, <Table 7>과 같이 

추정치에 한 신뢰구간  보수 인 추정치를 사

용한다.

마지막으로 상 사업의 특성을 결정하는 표 

요인으로 도출된 기술보편성  유 조직 복잡도

와 같은 난이도 보정요인에 한 보정계수의 추정

은 앞에서 수집된 비용 설문자료에서 수집된 자료

를 상으로 보수 인 평균값을 보정계수로 추정

한다. 도출된 상사업 난이도 보정요인의 보정계

수 1차 추정치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1st Estimation Result of Subject Project 
Complexity Adjusting Coefficients

           Level

  Factor
Simple Normal Complex

Technical 

Commonness
0.69 1.00 1.39

Related 

Organization 

Complexity

0.86 1.00 1.16

1차 설문에서는 와 같은 차를 통하여 PMO 

가 산정에 소요되는 요인들의 추정치와 신뢰구

간을 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는 단일 사

업에 PMO를 용하는 경우를 제로 산정된 것

이며, 만약 다수 사업에 하여 PMO를 통합 수행

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등에 따라 할인 효과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 수행에 따

라 총 PMO 수행비용의 감효과를 반 하는 보

정계수를 별도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

여 앞에서 수집된 8건의 PMO 수행비용 자료로부

터 PMO 통합수행을 용한 본사업의 개수를 살

펴보았고, 이 때 통합수행 상 본사업에 하여 

개별 으로 PMO 수행비용을 산정하여 단순합계

를 취한 경우와 통합 수행을 통해 얻어진 실제 수

행비용을 비교한다. 비교 결과 본사업 수가 증가

함에 따라 산정된 가의 단순 합 비 실제비용

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

한 결과는 통합수행 본사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수행 가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할인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하고 있다.

  <Table 9> 1st Estimation Result of Adjusting 
Coefficients for Aggregated Execution 

Number of subject 

project aggregated in 

one PMO

1 2 3 4 5 10

Adjusting coefficient 1.1 1.8 2.4 2.9 3.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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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수행 보정계수 추정치는 앞에서 산정된 각 

사업별 가의 단순 합 비 실제비용의 비율과 

각 사업에서 수행된 본사업 수의 비선형 회귀분석

을 통해 산정한다. 통합수행 상 사업이 증가함

에 따라 산정된 통합수행 보정계수 1차 추정치는 

<Table 9>과 같다.

5.2.2 2차 조사결과 분석

2차 설문에서는 앞에서 도출된 1차 설문자료의 

주요 라미터 추정 값과 신뢰구간을 제시한 상태에

서, 문가 추정치 설문을 실시하는 개선된 델 이

(Delphi) 기법을 용하여 신뢰성 있는 문가 추

정치를 통합하고 이상치를 방지한다.

먼  본사업비 보정 액의 규모와 수집된 2차 

설문의 문가 추정치의 이상치 제거 평균값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PMO 기본 가 산정식을 추정

한다. 추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21건의 자

료를 상으로, 본사업비 규모의 10개 구간에 해 

각 구간별로 해당되는 수집값의 평균값을 산출한

다. 이때 평균값은 응답한 추정치의 t-분포에 의한 

80% 신뢰구간을 고려한 이상치 제거 평균값을 사

용하 다. 이에 따라 10개 구간에 해 각 구간별 

수집 값의 평균은 <Table 10>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0> Average of Basic Cost Estimation 
Survey Data

(unit：hundred million KRW)

Subject 
project cost

1
st
 survey 
estimation

Adjusted subject 
project cost

Average

5 0.5 3.912 0.52

10 0.5 7.824 0.73

20 1.0 15.648 1.36

40 1.7 31.296 2.27

60 2.4 46.944 3.06

80 3.0 62.592 4.17

100 3.6 78.24 5.32

200 6.4 156.48 8.40

300 8.9 234.72 12.44

500 13.5 391.2 18.83

<Table 10>에서 산출된 가 추정치 평균값과 

본사업비 보정 액에 한 거듭제곱형의 비선형 회

귀분석 결과 도출된 PMO 기본 가 산정식은 식 

(3)과 같으며, 이 식의 결정계수는 0.9985로서 상당

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추정된 산정식에 

한 본사업비 규모별 가 추정치는 <Table 11>과 

같다. 단, 기본 가 산정식은 본사업비 5억 원에 해

당하는 평균값을 제외한 결과이다. 해당 평균값을 

포함하여 기본 가 산정식을 도출할 때, 산출되는 

기본 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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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MO Basic Cost Estimation Formula

 기본대가 (3)

 × 본사업비보정금액억 원
     

<Table 11> PMO Basic Cost Estimation Result

(unit：hundred million KRW)

Subject 
project 
cost

Adjusted cost 
of subject 
project
(①)

Estimation
of PMO 
basic cost
(②)

Ratio
(②÷①)

5 3.912 0.42 8.3%

10 7.824 0.74 7.4%

20 15.648 1.31 6.5%

40 31.296 2.32 5.8%

60 46.944 3.25 5.4%

80 62.592 4.12 5.1%

100 78.24 4.95 5.0%

200 156.48 8.79 4.4%

300 234.72 12.29 4.1%

500 391.2 18.7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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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사업비 보정 액의 규모와 수집된 2차 

설문의 본사업비 보정 액 구간별 단계별 PMO 

업무 가 치의 이상치 제거 평균값간의 회귀분석

을 통하여 단계별 PMO 업무 가 치를 추정한다. 

추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21건의 자료를 

상으로, 본사업비 규모별, 단계별로 응답한 가

치 추정치의 평균을 산출한다. 단계별 업무가 치 

추정치의 평균은 <Table 12>와 같으며, 평균값은 

응답한 추정치의 t-분포에 의한 80% 신뢰구간을 

고려한 이상치 제거 평균값을 사용한다.

<Table 12> Average of Weights Coefficients 
Estimation Survey Data for PMO Phases

Subject 
project 
cost

Adjusted 
cost of 
subject 
project 
cost

Planning Initiation Execution Closing
Post 

Implemenation

5 3.912 19.3% 15.6% 52.0% 7.1% 6.0%

 10 7.824 19.5% 15.9% 51.1% 7.3% 6.2%

 20 15.648 19.6% 16.4% 50.4% 7.5% 6.2%

 40 31.296 19.3% 16.5% 49.7% 8.1% 6.3%

 60 46.944 19.0% 17.9% 47.1% 8.8% 7.1%

 80 62.592 18.5% 18.5% 46.2% 9.7% 7.1%

100 78.24 17.9% 18.3% 45.5% 10.7% 7.7%

200 156.48 17.6% 19.9% 41.7% 12.7% 8.2%

300 234.72 17.2% 21.5% 36.4% 14.6% 10.3%

500 391.2 16.3% 24.0% 31.7% 16.9% 11.1%

Planning = 19.167x 2 ‐ 1.571x + 0.1954
R² = 0.9488

Initiation = ‐30.897x 2 + 3.2472x + 0.1589
R² = 0.978

Execution = 82.686x 2 ‐ 8.343x + 0.5172
R² = 0.9927

Closing = ‐51.444x 2 + 4.5546x + 0.0691
R² = 0.9964

Post Implementation = ‐19.512x 2 + 2.1122x + 0.0594
R² = 0.9735

0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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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of weights  oefficients estimation

Adjusted subject project cost
(hundred million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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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Weight Coefficients Formula for PMO 
Phases

<Table 12>에서 산출된 단계별 업무가 치 추

정치 평균값과 본사업비 보정 액에 한 2차 다

항식형의 비선형 회귀분석 결과, 단계별 PMO 업

무가 치는 <Figure 5>와 같이 본사업비 보정

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일정한 비율로 증감하는 L

형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해 2차식

을 용한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산정식을 추정

하고, 본사업비 보정 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에는 ‘500억 원 이상’ 구간의 단계별 PMO 업무 가

치를 동일하게 용한다.

2차 추정치에 한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단계별 

PMO 업무가 치 산정식은 아래의 식들로 표 되

며, 본사업비 보정 액 규모에 따른 단계별 업무가

치 요율은 <Table 13>과 같으며, 이 식들의 결

정계수는 각각 0.9488, 0.9780, 0.9927, 0.9964, 0.9735

로서 상당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수식에서 

본사업비 보정 액에 해당하는 X의 경우, 산출되

는 산식의 간소화를 해 본사업비 보정 액(억원 

단 )을 10,000으로 나  값을 사용한다.

기획단계가중치 (4)

    

    

착수단계가중치 (5)

    

    

실행단계가중치 (6)

    

    

종료단계가중치 (7)

    

    

사후단계가중치 (8)

    

    

단   본사업비보정금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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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의 단계별 업무가 치는 앞의 단계

별 업무가 치 산정식에 사업비 보정 액 구간의 

간값을 용하여 산출하 다. 여기서, 본사업비 보

정 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단계별 업무가 치

의 증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사

업비 보정 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500억 원에 

해당하는 단계별 업무가 치를 용하도록 한다.

<Table 13> Results of Weight Coefficients for PMO 
Phases

(unit：hundred million KRW)

Adjusted cost of 
subject project

Planning
Implementation Post 

Implemen-
tationInitiation Execution Closing

5∼10(less than) 19.4% 16.1% 51.1% 7.3% 6.1%

10∼20(less than) 19.3% 16.4% 50.4% 7.6% 6.3%

20∼40(less than) 19.0% 16.9% 49.1% 8.4% 6.6%

40∼60(less than) 18.7% 17.6% 47.4% 9.3% 7.0%

60∼80(less than) 18.4% 18.2% 45.8% 10.1% 7.5%

80∼100(less than) 18.2% 18.8% 44.3% 10.9% 7.8%

100∼150(less than) 17.7% 19.8% 41.8% 12.2% 8.5%

150∼200(less than) 17.2% 21.0% 38.7% 13.8% 9.3%

200∼250(less than) 16.8% 22.0% 36.2% 15.0% 10.0%

250∼300(less than) 16.5% 22.9% 34.1% 16.0% 10.5%

300∼350(less than) 16.4% 23.5% 32.5% 16.6% 11.0%

350∼400(less than) 16.3% 24.0% 31.4% 17.0% 11.3%

400∼450(less than) 16.3% 24.3% 30.8% 17.0% 11.6%

450∼500(less than) 16.3% 24.4% 30.7% 17.0% 11.6%

500(more than) 16.3% 24.4% 30.7% 17.0% 11.7%

난이도 보정계수의 경우에는 2차 설문 수집 자

료를 상으로 각 난이도 단척도별 난이도 보정

계수에 한 문가 추정치의 이상치 제거 평균값

을 보정계수로 추정한다. 추정된 난이도 수 별 보

정계수에 한 추정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마지막으로, 통합수행 보정계수는 2차 설문 수집 

자료를 상으로 다수의 본사업에 하여 개별

으로 PMO 가를 산정하여 합산한 값 비 PMO 

통합 수행하 을 때의 가 비율에 한 추정치

(이하 통합수행비용 비율)의 이상치 제거 평균값을 

통하여 도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를 가 산

정에 용하 을 경우, 본사업의 규모에 상 없이 

동일한 할인율이 용되기 때문에 상 으로 

가 규모가 큰 상사업에 한 비용 손실이 발생

한다.

 <Table 14> Subject Project Complexity Adjusting 
Factors

Factor 단척도

Technical 
Commonness

level Simple Normal Complex

criterion

Common and 
well-known 
architectures 
and 

technologies 
are used

New 
architectures 
and 

technologies 
with few 
application 
cases are 
partially used

New 
architectures 
and 

technologies 
with few 
application 
cases are 
largely used

adjusting 
factors

0.67 1.00 1.40

Related 
Organization 
Complexity

level Simple Normal Complex

standard

No contact 
point of 
related 

organization 
requiring 
consistent 
communicatio

ns

A few 
contact point 
of related 
organization 
requiring 
consistent 
communicatio

ns

Many or 
foreign 

contact point 
of related 
organization 
requiring 
consistent 
communicatio

ns 

adjusting 
factors

0.77 1.00 1.30

 <Table 15> Adjusting Coefficients for Aggregated 
Execution

# of 
aggregated 
projects

Aggregated execution adjusting 
coefficients for scale ranks

Sum

1 2 3 4 5 6 7 8 9 10

1 1.00 1.00

2 1.00 0.72 1.72

3 1.00 0.72 0.64 2.37

4 1.00 0.72 0.64 0.59 2.97

5 1.00 0.72 0.64 0.59 0.56 3.53

6 1.00 0.72 0.64 0.59 0.56 0.54 4.07

7 1.00 0.72 0.64 0.59 0.56 0.54 0.52 4.60

8 1.00 0.72 0.64 0.59 0.56 0.54 0.52 0.51 5.11

9 1.00 0.72 0.64 0.59 0.56 0.54 0.52 0.51 0.49 5.60

10 1.00 0.72 0.64 0.59 0.56 0.54 0.52 0.51 0.49 0.48 6.08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 통합 수행 

상인 본사업별로 PMO 가를 산정하고, PMO 

가의 규모에 따른 순 (Rank)를 부여하여 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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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PMO 통합수행 보정계수를 정의함으

로써 각각의 PMO 가에 용하도록 한다. 즉 가

장 규모가 큰 PMO 가에 한 통합수행 보정계

수를 1로 하고, 추가로 통합되는 사업별로 증가되

는 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PMO 가 

규모 순 에 따른 보정계수 추정치를 <Table 15>

와 같이 용되게 한다.

여기서 <Table 15>의 추정치를 분석하면, 각 

순 별 통합수행 보정계수 추정치와 본사업 수의 

역수 간에는 <Figure 6>과 같이 선형 인 계로 

모형화할 수 있다.

y = 0.5627x + 0.4433
R2 = 0.9951

0

0.2

0.4

0.6

0.8

1

1.2

0 0.2 0.4 0.6 0.8 1 1.2

Reciprocal of scale rank of project element

Adjusting coefficients for aggregated execution

 <Figure 6> Estimating Adjusting Coefficients for 
Aggregated Execution

<Table 16> Adjusting Coefficients Estimations for 
Aggregated Execution of Multiple 
Subject Projects

Ranking
( )

Inverse of 
Ranking( )

correction factor of 
united training

1 1.00 1.000

2 0.50 0.722

3 0.33 0.644

4 0.25 0.599

5 0.20 0.567

6 0.17 0.543

7 0.14 0.523

8 0.13 0.507

9 0.11 0.494

10 0.10 0.482

의 차에 따라. 2차 추정치에 한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도출된 통합수행 보정계수 산정식은 

아래의 식 (2)와 같으며, 추정된 산정식에 한 통

합수행 보정계수 추정치는 <Table 16>과 같다.

 통합수행보정계수 (9)

 × 


 

  

여기서 는 PMO 가 규모 순 를 의미하며, 

PMO 가가 동일한 사업에 해서는 임의로 규

모순 를 차등화 하여 용함으로써 동일 순 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2.3 PMO 가식의 도출

제 3장과 제 4장의 분석 차를 통해 도출된 

가 산정 차는 다음과 같다. PMO 가는 PMO 

업무범 와 사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보정계수를 산정한 후, 본사업

비 보정 액으로부터 산정되는 기본 가와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값에 직 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최종 산정한다. PMO 가를 산정하는 방

법은 <Figure 7>과 같이 총 7단계로 수행된다.

Adjust cost estimation of 
subject project

Basic cost estimation
of PMO

Adjustment for PMO 
application phases

Adjustment for project 
complexit

Adjusted cost estimation 
of PMO

PMO cost estimation

Calculation of adjusting 
coefficient for 

aggregated execution

(Multiple subject project)

(A single subject project)

<Figure 7> Procedure of PMO cost estimation

즉, 먼  앞에서 추정된 식 (1)의 PMO 기본 가



184 서용원․이덕희

 기본대가 (1)

 × 본사업비보정금액억원
    

를 산정한다. 여기에 <Figure 17>에 나타난 PMO 

단계별 업무가 치를 사용하여 해당 PMO에서 

용되는 단계를 선택하여 용단계의 업무가 치를 

합산한다.

<Table 17> Weight Table for PMO Phases

(unit：hundred million KRW)

Adjusted cost of 
subject project cost

Planning
Implemen-
tation

Post
Implemen-
tation

5∼10(less than) 19.4% 74.5% 6.1%

10∼20(less than) 19.3% 74.4% 6.3%

20∼40(less than) 19.0% 74.4% 6.6%

40∼60(less than) 18.7% 74.3% 7.0%

60∼80(less than) 18.4% 74.1% 7.5%

80∼100(less than) 18.2% 74.0% 7.8%

100∼150(less than) 17.7% 73.8% 8.5%

150∼200(less than) 17.2% 73.5% 9.3%

200∼250(less than) 16.8% 73.2% 10.0%

250∼300(less than) 16.5% 72.9% 10.5%

300∼350(less than) 16.4% 72.6% 11.0%

350∼400(less than) 16.3% 72.4% 11.3%

400∼450(less than) 16.3% 72.1% 11.6%

450∼500(less than) 16.3% 72.1% 11.6%

500(more than) 16.3% 72.1% 11.7%

여기에 <Table 14>의 난이도 보정계수를 곱하

여 다음 식과 같이 PMO 보정 가를 산정한다.

 보정대가 (10)

  기본대가
× 적용단계의 업무가중치합
× 기술보편성보정계수
× 유관조직복잡도보정계수

 × 본사업비보정금액억원
× 적용단계의 업무가중치합

× 기술보편성보정계수
× 유관조직복잡도보정계수

한 해당 PMO가 상으로 하는 본사업 수에 

따라 최종 PMO 가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먼 , 해당 PMO가 단일 본사업을 상으로 하고 

있다면, 산정된 PMO 보정 가와 직 경비  부

가가치세의 합으로 PMO 가를 산정한다.

 대가 (11)

  보정대가직접경비부가가치세
  보정대가직접경비
 ×  보정대가직접경비

반면, 다수의 본사업에 하여 통합 으로 PMO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PMO가 용되는 각

각의 본사업에 해 식 (2)의 PMO 통합수행 보정

계수를 산정한 후, 각 본사업별 PMO 통합수행 보

정계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PMO 보정 가로 

사용한다. 단일 본사업에 PMO 용 시와 동일하

게, 산정된 PMO 보정 가와 직 경비  부가가

치세의 합으로 PMO 가를 산정한다.

여기서, 직 경비는 해당 탁 업무와 직  

련이 있는 여비, 시험․진단도구 사용료, 특수분야 

문가 자문비 에서 발주기 이 인정한 항목에 

하여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소요비용을 용하

며, 부가가치세는 PMO 보정 가에 직 경비를 합

한 액의 10%를 산정한다.

 보정대가 (12)

 




본사업 의 통합수행보정계수
× 본사업 의  보정대가

 




 통합수행보정계수 × 
× 적용단계의 업무가중치합
× 기술보편성보정계수 
× 유관조직복잡도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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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7
(58%)

Very accurate 4
(33%)

Significantly inaccurate 1
(33%)

Average 5
(100%)

(a) A Single Subject Project (b) Multiple Subject Project

<Figure 8> Results of Validation Survey

5.3 가모형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모형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해서는, 양질의 실제 사업 데이터의 시뮬

이션을 통한 검증 결과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그

러나 제도 시행 기 단계로서 자료의 수집이 어

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차 으로, PMO 실

무자를 상으로 타당성에 한 주 인 설문을 

진행한다.

수집된 자료의 건수는 <Table 18>과 같으며, 설

문지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PMO 가식

에 의한 가 비 해당 실무자가 수행했던 실제 

PMO 가의 합 여부를 7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한다.

 <Table 18> Number of Responses for Validation 
Survey

Item
Single subject 
project

Multiple subject 
projects

Responses 12 5

설문 결과는 <Figure 8>과 같다. PMO 가식에 

의한 가 합성은, 단일 본사업을 상으로 했

을 경우, 체 12건의 응답 결과  약 33%가 매우 

합하다고 응답하 으며, 약 58%는 보통 수 의 

가라고 응답하 다. 반면 다수의 본사업을 상

으로 했을 경우에는, 체 5건의 응답 결과  100%

가 보통 수 의 가라고 응답하 다.

설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 설

문 응답 결과  90% 이상이 보통  합의 의견

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PMO 가 모형이 비교  실무자의 경험치에 부

합함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

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한 결과가 아니라 

실무자의 주 인 단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가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일

반화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는 다양한 실제 사업 데이터의 시뮬 이션을 통해 

가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사업에 PMO 제도 도입에 

따라 PMO 가를 산정하기 한 가 산정식을 

도출하 으며, PMO 활동의 다양화  PMO 활동

에 투입되는 노력의 증감을 반 한 PMO 가 산

정 모형의 구축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PMO 가 산정 모형은 PMO 제도 시행 이 의 

시 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수행 데이터 기반의 분

석을 수행할 수 없다는 실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가 추정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

치의 신뢰성을 확보하 으며, 발주기   문가 

상의 조사를 통한 추정치를 PMO 실무자 상

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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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PMO 상인 본사업의 유형과 활동, 사업

특성 등의 분석과 련 문가  이해 계자의 의

사결정 설문을 통해서 PMO 업무가 치와 난이도 

보정요소를 도출하 으며, AHP, 델 이(Delphi) 기

법 등을 통하여 가 산정식과 각 활동 단계별 업

무가 치  난이도 보정계수를 도출하 다. 한 

PMO 통합 수행 등 가 모형 산출에 고려되는 요소

들을 반 하여 PMO 가 산정모형을 제시하 다.

기존의 자정부 사업과 련된 가 기 에서는 

수행업무나 차 등이 PMO와 상이하여 용이 어

렵다는 문제가 있다. PMO 가 산정기 의 경우

에는 본사업비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가에 직

인 향을 미치나, 정보 략계획 가 기 의 경우 

가 산정 과정에서 본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지 않

고 있으며, 건설사업 리  정보시스템감리 가 

기 에서는 본사업비 규모(공사비)를 고려하고 있

으나, 활동내용이 상이하고 본사업의 난이도를 고

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MO

의 수행업무와 사업특성에 맞게 용될 수 있는 

가 기 을 개발하 다. 개발된 가 산정모형은 

PMO 실무자 상의 설문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

증하 으며, 체 설문 응답 결과  약 90% 이상

이 보통  합의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합성을 확보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  련

분야의 정보화사업에서 PMO 제도 도입에 한 

정한 산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공정하고 신

뢰성 있는 PMO 가 지 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의 결과물인 PMO 가 산정 모

형을 통하여 PMO 제도의 성공 인 정착과 공공분

야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

을 마련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정량화에 따른 어려움으

로 인하여 상 사업의 특성 요인 등을 제한 으로 

고려하여 모형에 반 하 으며, 제도 시행 기 단

계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가모형의 객

인 타당성 검증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

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상 사업의 특성 요인  정성 으로 표 된 부분을 

모형에 반 하여, 실제 다양한 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실제 PMO 

수행비용의 자료 수집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모형에서 산정된 가와 실제 수행비용 사이의 

비교․분석이 가능해 진다면. 모형의 타당성 검증 

결과 한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향후 실제 수행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PMO 가 

모형에 의한 산정비용과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

하고 개선 모형을 수립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연

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Jun, S.C. and J.-H. Kim, “Case Studies of the 

Software Development Applying EVM(Ear-

ned Value Management)”,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Journal, Vol.7, No.3, 2008, 129- 

143.

Kang, U., K.H. Bae, and H. Kim, “A Cost Opti-

mization Model of IT Operation Service by 

Improving Service Request Management 

Process”,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Journal, Vol.6, No.3, 2007, 87-109.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

vancement, A study on the CM promotion 

plan and task procedure development consi-

dering CM types, 2003.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SW project 

cost estimation guide, 201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imating method of construction mana-

gement cost, Ministry of Land, Infrastruc-

ture, and Transport, 2009.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Regulation on Outsourcing of the e-Go-

vernment Project Management, 201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 est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MO Cost Estimation Model    187

mated standard on the supervision cost for 

the information system, 2008.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 study 

on the PMO introduction plan for e-Go-

vernment projects, e-Government Focus, 04, 

200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S audit 

standard guide, 200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PMO 

adoption and operation guide for the e-Go-

vernment project management, 201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PMO ope-

ration management manual for IT projects, 

2011.

Park, C.-K., W.-J. Kim, Y.-W. Seo, “Improving 

the Application Type and Quality/Charac-

teristics”, Adjustment Factors of the Korea 

Software Cost Estimation Standard, Vol.8, 

No.2, 2009, 43-69.

Park, H., I. Hwang, and K.-T. Kwon, “Improve-

ment of Software Cost Estimation Guideline”,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Journal, Vol. 

11, No.1, 2012, 197-210.

PM Solutions, The State of the PMO, 2010.



188 서용원․이덕희

 About the Authors 

Yong Won Seo (Seoyw@cau.ac.kr)

Yong Won Seo is currently a professor of MS and OM at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Industrial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rved in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He is interested in SCM, Service 

Operation, and Public Informatization.

Duck Hee Lee (leedh_81@outlook.com)

Duck Hee Lee is currently the doctoral course of MS and OM a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Chung-Ang University. H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Business management from Chung-Ang University. His research area 

includes SCM and Service Operation.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