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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T outsourcing industry has been widespread for decades since the growth of the system integration industry 

stagnates and companies need to curtail expens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IT servic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on the success factors of the IT outsourcing, its transition phase is significant because of continuity of business and 

the handover of knowledge. Since a transition phase consists of several projects, but its goal is different from general 

projects, it needs special and professional management. Therefore, recent IT outsourcing business starts to introduce 

PMO (project management offices), of which success strongly depends on the competencies of the PMO. However, 

there are only few studies on which competencies of the PMO are important. In this paper, we suggest an evaluation 

model of transition PMO competencies derived using the repertory grid technique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dditionally, we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iews of several stakeholders on the importance of the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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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IT서

비스에 한 비용을 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IT서비스를 자국 혹은 타국의 외부 업체에 

외주 주는 ITO(IT Outsourcing) 사업이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다(Djavanshir, 2005; Lacity et al., 

2009; Chalvin, 2014). 우리나라도 그동안 국내 IT

산업을 주도해 온 시스템통합(SI：System Inte-

gration) 사업이 정체되면서 이미 구축된 IT시스

템의 운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 하는 ITO 

사업이 활발해 지고 있다(Jun and Yi, 2013). 특히 

정부가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은 사업 분야를 융  제조 등의 민간 분

야로 넓히면서 민간부문의 ITO 사업이 증가추세

이다. 단순히 ITO 사업의 수가 늘어나는 양 인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당 규모가 커지는 질 인 성

장이 병행되고 있다. 를 들어 최근에는 S사가 K

은행에서 진행하는 1,400억 원 규모의 ITO 사업을 

수주하기도 하 다. 

ITO 사업은 로젝트가 아니라 연속사업으로 이

, 변화, 운 , 종료 단계가 반복된다. 이 에서 

이행(Transition) 단계는 ITO 사업 체 기간으로 

봤을 때 상 으로 길지는 않지만, 발주기 의 

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후속 ITO 사업이 성

공 으로 진행되기 해서 매우 요한 단계이다. 

역설 으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납기 수와 

같은 계획역량이 매우 요하고, 기존의 업무 노

하우에 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며, 여러 조직을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커짐

에 따라 문 인 외부 리조직의 필요성이 두

하고 있다(Chalvin, 2014).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행단계의 작업이 복잡해지면서 이행단계를 하나

의 로젝트 혹은 로그램으로 간주하고 문

인 로젝트 리 조직인 PMO(Project Manage-

ment Office)를 도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Beulen et al., 2011). 실제로 S사에서 진행한 K은

행의 ITO 사업도 이행 단계에서 PMO를 활용하

다. PMO란 문 인 로젝트 리 조직으로 

PMO를 도입하 더니 일 년 안에 로젝트의 성

공률이 37% 증가하 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베스트 랙티스 

(Best Practice)  하나로 여겨진다(Kim et al., 

2008). 실제로 지난 십여 년 동안 PMO를 도입한 

회사의 비율이 두 배가 될 정도로 PMO의 도입이 

증가되고 있다(PMS, 2014). 그러나 PMO를 경험

한 문가들은 PMO를 도입하 다고 해서 로젝

트가 언제나 더 성공했다고 할 수 없고, PMO가 

효과 이기 해서는 사업의 특성에 합한 역량을 

갖춘 PMO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Liu 

and Yetton, 2007; Lee et al., 2013; Kim et al., 

2014). 그러므로 성공 인 이행 사업을 해 PMO

를 도입하려면 이행 PMO에게 필요한 역량의 종

류에 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이행 PMO의 역량

평가 모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인 사업에 

한 PMO의 역량평가 모형에 한 연구가 많은 것

에 비해 이행 PMO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행 PMO

의 어떤 역량요인이 요한 것인지 등에 한 연

구는 부족하다(Hill, 2004; Kim et al., 2014). 본 연

구에서는 ITO의 이행 PMO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

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복수의 PMO 후보들을 평

가하여 이행사업에 가장 합한 PMO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모형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역량 모

형을 설계한다는 것은 역할과 직무에서 성과를 달

성하기 해 공통역량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을 도출하여 높은 성과를 내는 집단과 평균 집단

의 역량 차이를 규명하고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높이기 하여 인사평가와 연계시키는 과정을 말

한다(Lee and Kim, 2003).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역

량평가 모형의 목 은 PMO 후보  하나를 선정

하는 것이므로 각 후보들의 여러 역량들을 복합

으로 평가하고 종합할 수 있는 다기 의사 모형에 

기반한 역량평가 모형개발론을 용한다(Lee and 

Kim, 2012). 

PMO와 같은 문가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를 추출하기 해서는 기존의 역량평가 모형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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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거나 포커스 그룹, 행 사건면 (BEI：Beha-

vior Event Interview), 델 이 방법론 등을 활용

한다(Koo et al., 2010). 본 논문에서는 문서 기반

으로 역량을 도출하고 역량별 요성을 평가하기 

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기

반의 다기  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한다(Saaty, 2003). 

AHP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속성들을 계층

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요도를 악함으로

써 최 의 안을 찾는 기법으로 AHP 분석을 수

행하기 해서는 역량들을 객 으로 구조화하기 

한 처리가 필요한 데, 지 까지 처리 분석 방

법으로 KJ 기법이나, QFD(Quality Function De-

ployment), 공리  설계 등이 제안되었다(Lee et 

al., 2011; Cho and Kim, 2012). 본 논문에서는 계

층  분해를 해 RGT(Repertory Grid Technique) 

기법을 용한다(Preiss, 2000; Fransella et al., 

2004). 그리고 문가 집단별로 PMO 역량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의견차이가 있는지 K-W 

(Kruskal-Wallis) 검정방법을 사용한다(Kang and 

Woo, 2002).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제 2장에서

는 ITO 사업에서 이행 단계의 요성과 일반 인 

IT 로젝트에서의 PMO에 하여 설명한다. 그

리고 제 3장에서는 연구 차와 연구에서 사용하

는 RGT, AHP, K-W 검정에 해 간략하게 소개

한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방법

론에 따라 이행 PMO의 역량평가 모형을 도출하고 

문가 집단별 기 하는 이행 PMO 역량의 차이

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먼  ITO에 한 개념을 소개하고, 

ITO 사업에서 이행 단계가 왜 요한지에 해 설

명한다. 그리고 이행 단계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이행 PMO 역량이 요하다는 것을 보

인다.

2.1 ITO(IT Outsourcing)

본 에서는 ITO의 정의와 목 , 차에 하여 

소개하고, 다른 로젝트와의 차별성  ITO의 이

행사업의 요성에 하여 설명한다. ITO란 IT서

비스를 외주 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 IT서비스

에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ITO를 ‘조직의 략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자산의 이 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요소의 일부 는 부를 외부 문업

체에 탁하여 운 하게 하는 장․단기 계약’이라 

정의한다(NIA, 2011; Lee, 2008; Lee et al., 2008). 

ITO를 하는 목   가장 요한 것은 비용 감

이지만 최근에는 품질개선  유연한 자원 확보를 

해서 ITO를 결정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ITO를 

활용하게 되면 비용이 감되는 이유는 기업이 IT

부문을 자체 운 하는 것보다 IT 운 에 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소요비용을 측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신기술에 근하기가 용이하고 ITO

의 효율  리방안  성과지표 항목, 측정방법, 서

비스수 약서(SLA：Service Level Agreement) 

모델 제시를 통한 정량 ․정성  성과향상을 도

모할 수 있어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NIA, 

2011).

Steady State

Transformation Exit

Transition

Service duration

The terms of contract

<Figure 1> Default Model：IS Continuance

ITO의 단계는 <Figure 1>과 같이 이행(Tran-

sition)단계, 변화(Transformation)단계, 운 (Ste-

ady State)단계, 종료(Exit)단계로 나  수 있다

(Chalvin, 2014). 이행 단계는 발주기업이나 기존사

업자가 운 하는 기간에 실행되는데, 기존 IT서비

스를 목표 서비스 모델로 인수 환하는 단계이며, 



90 차환주․김자희

신규 사업의 경우 ITO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비용 산정

을 한 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

으로 서비스 수 약서와 제안요청서(RFP：Re-

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한다. 서비스 제공업체

가 선정되면 계약을 진행하고 기존 산자원에 

한 실사와 계약을 수행하며 이행승인을 통해 종료

된다. 즉, 발주자 입장에서 ITO는 시작과 끝이 없

는 운 사업이라면 ITO의 이행사업은 시작과 끝

이 정해진 일회성의 로젝트 인 성격이 강하다. 

변화(Transformation)단계는 이행 단계 도  시작

되며 운 비용 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 목 으로 

기술 업그 이드, 리 시(Refresh) 로젝트, 새

로운 툴의 도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운 (Steady State)단계는 서비스 수 약서에 의

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하고, 새로운 로젝트도 이 

단계에서 수행되는데 이런 ITO 계약은 통상 3～7

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 이다(Chalvin, 2014). 종

료(Exit)단계는 계약 만료되어 서비스가 종료되어 

인계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ITO 사업 성공을 한 략  

요성이 큰 이행 단계에 해 연구한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산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비용 산

정을 하고 이것이 계약서의 기 (Baseline)이 작성

되며 계약 에 통상 수행하는 기업실사(Due Dili-

gence)의 근거 자료가 되고 동시에 계약 체결 이

후에 수행하는 공동검증(Joint Verification)의 근

거자료가 되기 때이다. 한 이행 단계의 특성도 

복잡하고 험스럽고 도 이어서 리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행 단계의 업무는 

기존운  모델(CMO：Current Mode of Operation)

의 IT서비스를 신규운  모델(FMO：Future Mode 

of Operation)로 이행하는 것이고, 계약시 을 시

작일로 하고, 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 을 종료

일로 하는 일시 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행종료를 

선언하기 해서는 이행기 (Acceptance Criteria) 

미리 정의하고 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고

객은 IT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행 단계를 매우 

요하게 생각한다. 일반 으로 서비스 사용자  

제공자 모두가 이행 과정에서 그 운 범 가 구체

화되어 명확해 지고, 일반 으로 사용자는 형식

인 이행 과정을 수행하기보다는 실질 인 이행을 

통해 IT 업무를 단  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더 

원한다. 이행의 실패가 반드시 ITO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와 제공자 계를 

완 히 회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Chalvin, 

2014). 따라서 ITO에서 이행단계의 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핵심 역을 외부에

서 조달하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은 이행 단계에서 

해당업무를 단순히 성공 으로 이행하는 것을 넘

어 아웃소싱 기업이 기존 업무 수행에 한 평가

를 통해 좀 더 나은 안을 제시하는 트 를 선

택한다. 가트  조사에 의하면, 향후 2～3년 안에 

IT 업체  ITO 업체와의 계를 바꿀 계획이라

도 답한 CIO(Chief Information Officer)가 무려 

70%로 집계 다고 한다(Nguyen, 2014). ITO 업체

를 변경하는 경우가 증 하면 그 만큼 이행 단계의 

활동도 요해진다. 

이행 단계 활동과 다른 IT 로젝트와의 차이

은 크게 3가지 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다른 IT 로젝트는 IT서비스를 신규 생성하

거나 추가하는 등의 활동이라면 이행 단계 활동은 

CMO에서 FMO로 환하는 활동이므로 활동자

체가 다르다. 이행 단계 활동의 내용은 지식 달

(Knowledge Transfer), 인력이 (Staff Transfer), 

자원이 (Asset Transfer)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다른 IT 로젝트가 로젝트라면, 이행

단계 활동은 많은 로젝트를 포함하는 로그램

(Program)이다. 이행 단계의 활동은 PMO  거버

스 셋업, 서비스 타워별 구  로젝트들, 지식

달 로젝트, 인력이  로젝트, 자원 이  로

젝트, 툴 구  로젝트, 보안진단 로젝트, 운

로세스 재수립, 서비스 수 약서 재설계 로

젝트 등 다양한 로젝트를 총 하는 로그램으

로 본다. 세 번째는 엄격한 마감일이 있다는 것이

다. 고객사와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등 최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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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의 이해 계자가 연결되어 있어 이행의 실

패는 고객 서비스 지연, 기존사업자 철수문제, 신규

사업자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어 이해

계자가 많아 해결이 복잡해지고 험스럽고, 특히 

이행 단계 기간은 비용이 복되는 특성이 있으므

로  손실 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다른 

IT 로젝트의 일정도 요하지만 특히, 이행단계 

활동에서 정된 일정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요성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Table 1>은 통상 인 IT 로젝트와 ITO 이

행 단계의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Table 1> Differences between ITO Transitions 
and the other IT Projects

Item ITO Transition Other IT Project

Purpose Transfer Implementation

Type Program Project

Deadline Hard Deadline Negotiable Deadline

Stakeholder Complex Simple

Period Short Long

이행 단계의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한 성공요인

(Key Success Factors)는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설

명한다. 첫 번째, 지식 달을 체계 으로 하는 것

이다. 지식 달은 CMO에서 FMO로의 지식을 

달(Transfer), 수용(Absorb), 활용(Utilize)하게 하

는 것인데, 이 에 수용과 활용이 매우 어렵다. 그

래서 ITO 성공을 해 명시  지식 외 노하우 같

은 암묵  지식들도 지식을 공유하고 달되어야 한

다고 했다(Lee, 2001). 두 번째는 통제체계(Gover-

nance)을 수립하는 것이다. 통제의 목 은 의사결

정을 올바르게 단하기 해, 구성원의 책임을 명

확히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기 함

이다(Kerzner, 2010). 통제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공식 인 통제(Formal Gover-

nance)와 양 리자간 심리  계약에 근거한 계

 통제(Relational Governance)가 있다. 그  

계  통제는 좀 더 유연하고, 효과 으로 업을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Leimei-

ster et al., 2010). 효과 이고 효율 인 통제를 

해서는 미러조직(Mirrored Organizations)을 구성

하여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업무

역별 담당자를 연결해야 한다. 미러조직은 공식화

되어야 하고, 정기미 을 통해 략, 술, 운 의 

이행상태와 이슈를 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 

PMO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행 PMO는 CMO에서 

FMO로의 이행 활동이 잘 진행되는지를 리하며, 

향후 그 이행 활동이 운 단계에 합하도록 리하

는 활동을 한다. 세 번째는 인력의 이 이다. 가  

기존 CMO의 핵심인력을 잔존시키는 것이 제일 좋

은 방법이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인력채용정책과 

문화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인력이 을 

해서는 근로기 법, 하도  법 등 국내법에 

되지 않는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CMO에 있다

가 이 을 고려하는 인력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일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

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 인력의 

마음상태와 불안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TUPE(Transfer of Undertakings, Pro-

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 ARD 

(Acquired Rights Directive) 등이 있다. 네 번째는 

이행 리자 투입이다. 이행 리자는 이행 업무를 

리더로써 이행을 성공시키는데 아주 강한 향력

을 가지고 있다. 이행 리자는 IT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기획  리 기술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

다. 한 계약이  단계에서부터 투입되어 고객의 

요건, 일정, 이행방안, 고객의 불만 리 등을 사  

단하고, 입찰부터 운  단계까지 업무가 연속성

을 가지도록 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2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앞 에서 ITO 자체는 로젝트가 아닌 연속 

사업이지만 이행사업은 로젝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ITO가 성공하기 해서는 리 역

량을 갖춘 이행 PMO의 리역량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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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ope of PMO

걸 보 다. 이와 같이 IT 분야에서는 리가 복잡

한 로젝트를 심으로 문 으로 도울 수 있는 

PMO의 도입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에서는 PMO

의 정의와 범 , PMO가 성공 으로 도입하기 

한 요건을 다룬다.

PMO는 1950년  미국 육군과 공군이 규모 

IT사업을 추진하기 해 사업자와 공동으로 PO 

(Project Office)를 만든 것이 효시로 차 기능과 

범 가 확 되고 있다. PMO는 기본 으로 사

인 변화 리 로그램에서 통합 인 리역할을 

수행하기 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로젝트 

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발 시키기 한 실질 인 

사항을 제시하여 리하는 조직으로 발달하고 있

으며 비용, 시간, 품질 에서 로젝트를 효과

으로 통합하여 리한다(Bates, 1998; Dai et al., 

2004; Lee et al., 2013). 즉, 로젝트 방법론이나 

로세스를 표 화하고, 지식과 교육 등 기반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젝트의 험요인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해 이  로젝트에서 축

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교훈을 체계

으로 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PMO가 

일반 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한 업무 범

는 <Figure 2>와 같다. 

이와 같이 PMO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해외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PMO을 활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 다(PMS, 2014).  세계 으

로 보면 2000년에 47%의 회사만이 PMO를 도입

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80% 이상의 기업에서 

PMO를 도입했고, 기업의 경우는 90%가 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경부터 융권을 

심으로 외부 PMO를 극 으로 도입  운용하

고 있으며 최근 정부사업에 기업 참여를 제한함

에 따라 리역량이 부족한 소형 IT 기업들을 

보조하기 한 수단으로 PMO의 도입이 활발해 

지고 있다. 자정부사업에 한 리감독의 탁

에 한 법률 제 64조 2항을 보면 “행정기   공

공기 의 장은 자정부사업을 효율 으로 수행하

기 하여 자정부사업의 리․감독하는 업무의 

부 는 일부를 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

에게 탁할 수 있음”라고 PMO 제도를 승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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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PMO 도입여부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

니며 사업의 특성  기 의 리역량을 고려하여 

발주기 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PMO 도입

은 증가추세이다. 

PMO의 도입이 증가되면서 도입의 효과와 도입

이 성공하기 한 조건 등에 한 연구도 진행되

고 있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PMO의 도입이 통계

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성과를 내지는 못 하는 

경우도 있다(Dai and Well, 2004; Lee and Kim, 

2011). 그러나 일반 으로 문 인 PMO를 도입

할 경우 로젝트의 일정, 품질, 산 리 등에서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PMO 도입이 성공

하기 해서는 PMO의 역량이 매우 요하다(Lee 

et al., 2013).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자정부

사업을 리하기 한 PMO 사업자들의 역량을 

평가․선정하기 하여 PMO의 수행능력, 수행계

획 능력, 품질 리 에서 다기  평가를 하고 

평가된 결과값에 가 치를 주어 후보 PMO들을 

서열화하는 평가모형을 제시한다(NIA, 2013). 세

부 으로는 수행역량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 책

임자의 능력, 리지원 인력, 기술지원 인력, 참여

업체 수행실 을 평가하고, 수행 계획은 사업이해

도, 수행 내용, 수행 일정, 기타 지원 사항을, 품질 리 

역량에 해서는 지원체계와 품질  성과 리를 

세부 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외부 PMO를 선

정하기 해서는 후보들을 여러 방면에서 평가하

여 선정하기 하여 다기 의사결정 문제를 한 

평가 모형이 사용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의하면 

PMO의 역할에 따라 기 되는 역량이 다르기 때

문에 기존의 PMO 역량평가 모형을 이행 PMO 역

량평가 모형에 그 로 용할 수 없다(Kim et al., 

2014). 다시 말하면 ITO의 이행 사업은 일반 인 

로젝트와 비교하여 일반 으로 더 많은 이해

계자와 로젝트들이 연계되고 개발보다는 지식의 

달이 요한 이슈가 되며 스  리가 더 

요하다는 특징이 있어 일반 인 PMO와는 기 되

는 역할과 역량이 다르므로 본 논문에서는 ITO의 

이행 PMO를 선정하기 한 평가모형을 개발한다.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Figure 3>과 같이 문헌연구를 통해 

이행 PMO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

으로 AHP 분석을 통해 역량평가 모형을 구축한다. 

AHP 분석을 해 역량 항목을 계층화하기 하여 

사 분석으로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역량들을 매핑

기법을 통해 복된 역량을 없애고 RGT를 이용

하여 계층구조로 만든다. AHP 분석이 끝난 후에

는 이 다를 수 있는 세 종류의 문가 집단별 

평가모형에 해 K-W 검정을 실시하여 의 

차이가 나는 역량 항목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

를 하여 본 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RGT와 

AHP, K-W 검정에 해 소개한다.

Mapping

techniques

RGT technique

AHP technique

Kruskal-Wallis

test

Hierarchical structuring of transition PMO competencies using RGT

- Triadic method, 2-way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Calculating weights utilizing the AHP

- Pair-wise comparison, consistency rate(CR < 0.1)

Stakeholder-specific gap analysis of the transition PMO competencies

Existing literature
Practical

Guide

Standards /

criteria

Derived PMO competencies

elements for the transition

Top-level taxonomy sets of

PMO competencies

<Figure 3> Flow of Research

3.1 RGT(Repertory Grid Technique)

본 에서는 AHP의 사 분석 단계로 역량 요인을 

계층화하기 하여 RGT를 사용하는 방법에 하

여 서술한다. RGT는 간 인 지식획득(Know-

ledge Acquisition) 방법  하나로 1955년에 임상

심리학자인 George Kelly가 개인의 인지구조를 설

명하기 해 제안되었다(Kelly, 1955). RGT의 기

본 인 발상은 객  진실이나  진리란 존

재하지 않으며, 세계는 자신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

해서 가설을 세워 미래를 측하는 데, 측한 결

과를 실제와 비교 검증하여 그 검증되거나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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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다음 미래를 측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의 

객체에 한 견해  인식이 발 되는데, 객체에 

한 견해  감정들은 지 까지 경험한 다른 객

체와의 유사함과 차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이

는 RGT를 통해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실제로 사람들이 내부 으

로 인지구조 (Construct)를 이용하여 외부 환경을 

표 하면 RGT가 이런 인지구조를 추출하는 데 

효과 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Mair, 1966). 그래서 

지 까지 RGT는 학계 외에도 심리 상담이나 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RGT

를 독립 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성 인 조사나 

정량  조사를 한 비 연구로 사용될 수 있으

며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결과의 유효성을 검사하거

나 심화하기 한 보완방법론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HP라는 정량  조사를 한 비 

분석으로 사용한다.

RGT는 요소(Element), 인지구조(Construct), 연

결(Link)이라는 세 가지 핵심 구성으로 표 된다

(Fransella et al., 2004). 요소는 해당 분야에서 

심을 가져야 할 상이나 경험으로 개념이나 상황, 

사례, 개인들이 해당될 수 있다. 요소들은 인지구

조에 따라 유사 과 차이 으로 구별되고, 새로운 

요소는 기존의 인지구조에 의해 기존 요소들과 연

될 수 있다. 인지구조는 양극단(Bipolar)의 개념

으로 요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유사한 것

과 유사하지 않는 걸로 구별된다. 를 들어 개인

은 “상사”라는 요소에 해서 인지구조는 리더십

에 해 “리더십이 좋다”부터 “리더십이 나쁘다”

까지의 극단 인 평가기 을 가질 수 있다. 즉, 새

로운 상사라는 새로운 요소가 주어지면 그 개인은 

리더십에 한 인지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인지구조

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하여 종합

으로 평가한다. 연결은 요소에 한 인지구조의 평

가 정도를 의미하며 요소와 인지구조에 한 유사성

과 상이성 정도에 한 개인 인 해석을 표 한다. 

이를 하여 다섯 단계를 거쳐 퍼토리 그리드

를 구축하고 분석한다. 먼  이 RGT를 통해 분석

하려고 하는 목 이 무엇인지 설정한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 도출된 이행 PMO의 역량 항목을 

AHP 분석을 하여 계층 구조화하는 데 사용한

다. 다음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표 인 요

소들을 선택한다. 를 들면, 가장 좋은 DVD 

이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찾기 한 

요소는 표 인 DVD 이어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가 된다. 그리고 요소들을 분류할 기 인 인

지구조를 도출하기 해 요소들을 비교한다. 요소

를 비교하는 방식은 한 번에 비교하는 요소의 수

에 따라 모나딕(Monadic) 방식, 다이아딕(Dyadic) 

방식, 트라이아딕(Triadic) 방식으로 나뉜다. 모나

딕 방식은 참가자들에게 한 번에 하나의 요소를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의 단어나 짧은 문구로 표

하게 한다. 그리고 그 단어나 문구의 상 어를 찾

아 인지구조로 만든다. 다이아딕 방법은 한 번에 

두 개의 요소를 동시에 보여주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게 하고, 같다면 다른 하나를 추

가하여 차이 을 비교하여 인지구조를 찾는다. 마

지막으로 트라이아딕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 세 개의 요소를 비교하여 비슷한 것 두 개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고르게 하고 분류 

기 을 인지구조로 사용한다. 를 들어 토끼와 사

자, 악어를 요소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사자와 악

어를 하나로 묶고 토끼를 다른 것으로 분류하고, 

분류기 으로 “고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의 인지구조의 양극단은 “고기만 먹는다”와 

“고기를  먹지 못 한다”가 된다. 이런 비교과

정을 반복하여 충분한 수의 인지구조를 도출하면 

우리가 심을 갖고 있는 요소들을 상으로 인지

구조 기 으로 수를 매기는 데, 보통은 5～7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퍼토리 

그리드 표나 통계  방법론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

여 분석하고 도식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형 군

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활용하여 한 련

이 있는 역량요인들을 묶어 계층화한다(Fransella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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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본 연구에서는 이행 PMO 역량의 평가모형 수

립을 하여 퍼토리 그리드를 통해 구축한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AHP 분석을 실시한다. AHP는 

다기 의사결정(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

ing：MCDM) 문제를 해결하기 한 도구이다(Saaty, 

2003). 즉, AHP는 여러 개의 안이 존재할 때에 

그 안들을 직 으로 평가하지 않고, 안을 

평가할 다양한 기 을 계층 으로 분류하고 기

별 가 치를 악함으로써 최 의 안을 평가하

는 기법이다. 이 때 평가 기 은 객 인 평가 기

 뿐만 아니라 주 인 평가 기 도 정량 으로 

변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므로 매우 유연하고, 

직 이며 이해하기 쉽다는 장 이 있다(Saaty, 

2003; Jung and Son, 2006). 

AHP 분석을 해서는 먼  복잡한 의사결정 문

제를 계층 구조 형태로 모형화하고, 각 계층 내 의

사결정 요소들 간의 비교(Pairswise Compari-

son)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

계 이고 합리 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지원해 

다. 비교는 한 의 의사결정요소 간의 요

도 는 선호도만을 비교하는 것으로, 두 개의 평

가요소만을 두고 상 인 비교를 하는 것이 보다 

쉽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각 의사결정요소들 간의 

비교 결과를 종합하여 정성 인 측면의 평가

를 정량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장 으로 인해 

AHP는 다양한 분야에서 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

(Jung and Son, 2006). 그래서 AHP는 계층(hie-

rarchy) 모형 구축, 비교(Pairswise Compari-

son), 부분 우선순 (Local Priority) 도출, 일 성 

검사(Consistency Check), 최종 우선순 (Global 

Priority) 도출  안 선택의 5단계로 이루어진

다(Saaty, 2003).

3.3 K-W(Kruskal-Wallis) 검정

본 에서는 문가 집단 사이에 의견차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사용한 K-W 검정에 해 

알아본다. K-W 검정은 비모수 인 방법으로 일

종의 순 합 검정법이다. 일반 으로 둘 이상의 

표본집단의 평균 차이에 한 검정을 해서는 분

산분석(ANOVA：Analysis of Variance)와 같은 

모수(Parametric) 검정을 하는것이 일반 이다. 왜

냐하면 K-W 검정과 같은 비모수(Nonparametic) 

검정은 모수 검정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 이고 결과 해석이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 지

만 본 연구와 같이 많은 표본을 얻을 수 없는 

문가 설문의 경우는 그 결과가 알려진 특정 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K-W 검정과 

같은 비모수 검정을 사용해야 한다. K-W 검정은 

모든 자료을 한데 모아 크기순으로 정렬한 다음, 

가장 작은 값부터 순 를 매겨 군 별로 순 합을 

구한다. 크기의 차이가 없는 집단들이라면 순 합

도 비슷할 것이고, 집단간 차이가 많이 난다면 순

합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래 자료

의 고유값들은 순 만 남고 모두 상실되어 통분석

에 용되지 못하므로, 두 군의 평균과 표 편차

는 가설검정에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순 척도도 

연속형 자료는 아니지만 순 정보가 있으므로 순

합 검정으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K-W 검정을 사용하기 해서는 먼  집단들이 

독립이여야 하며 각 집단의 순 합을 알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역량별로 K-W 검정을 실시하

는데, 이 때 세 집단의 역량별 가 치의 순 합

이 같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설정하 다. 이 때 k

개의 집단에서 N을 총 표본의 크기, Ri을 i번째 집

단의 순 합, ni를 i번째 집단의 표본 수라고 하면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본 논문의 경우 집단별 표본의 수가 최소 10명 

이상이므로 자유도가 k-1인 카이제곱 분포에 근사

하여 검정할 수 있다(Kang, 2002). 즉, 각 역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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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계량 T가 기각역 보다 크면 그 역량은 집단

별로 역량에 한 의견이 다르다고 별하 다.

4. 이행 PMO 역량평가 모형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설명한 연구방법론에 따

라 이행 PMO 역량평가 모형을 도출한다. 먼  기

존 련문헌 연구를 통해 이행 PMO의 역량요인

을 도출하고, RGT를 이용하여 계층화한 후 AHP

분석을 통하여 평가모형을 수립한다. 

4.1 모형의 개요

이행 PMO 역량평가 모형에서 이행 PMO는 ITO 

사업에서의 이행 단계를 성공 으로 이끌기 하여 

지원하는 사업 리 문조직을 말하며, 본 연구 모

형의 목 은 이행 PMO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역량요인이 무엇인지는 추출하고, ITO 사업에서의 

이행 단계의 성과를 높이기 하여 이행 PMO의 선

정  평가시스템과 이들의 역량을 연계시키는 것

이다(Lee and Kim, 2003). 즉, 이행 PMO 역량평가 

모형을 도출하는 목 은 이행 단계를 지원할 PMO

를 선정할 때에 이행 단계의 성과를 높이기 하여 

후보 PMO들을 상으로 역량평가 모형의 역량요

인별로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순 화

하기 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서 다

기 의사결정 모형 개발론인 AHP를 활용한다. 그

럼 본 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를 한 역량평

가 모형을 개발하는 방식에 하여 설명한다. 

4.2 이행 PMO의 역량 

지 까지 부분의 PMO의 역량에 한 연구는 

일반 인 SI 로젝트 심의 논문이 다수 지만 

로젝트의 특성과 단계에 따라 필요한 PMO의 역

량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행 PMO 역

량에 특화된 연구가 필요하다(Liu and Yetton, 2007; 

Lee et al., 2013; Kim et al., 2014). ITO의 이행 단

계는 SI 로젝트와 비교하여 일반 으로 더 많은 

이해 계자와 로젝트들이 연계되고 개발보다는 

지식의 달이 요한 이슈가 되며 스  리가 

더 요하다는 특징이 있어 일반 인 PMO와는 

기 되는 역할과 역량이 다르지만 아직 이행 PMO

의 역량요인에 한 학술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

에 실제 산업 장에서 활용되는 자료와 경험을 토

로 이행 PMO의 역량요인을 도출한다. 

먼  국내외 주요 IT  컨설  업체에서 이행 

PMO에게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구분하 는지 살

펴보았다. HP는 TTM(Transition and Transfor-

mation Methodology)에서 계획, 이행(Transition), 

변화(Transformation)라는 세 가지 에서 분류

하 다(HP, 2004). 계획에서는 기존 IT 환경에 

한 평가  인 라 개선 능력, 조직  일정계획 

비, 마감 수, 의사소통  조정이라는 세부 역

량을 가진다. 그리고 이행 분류에서는 고객 리, 해

당분야 지식, 구 , 사업 진행을, 변화 분류에서는 

IT 환경변화, SLA, 변화 리 등을 세부 역량으로 

가진다. IBM도 HP와 유사하게 요구 역량을 크게 

로젝트 리, 이행, 변화라는 세 개의 범주로 나

지만 세부 역량 요소는 차이가 있다(IBM, 2007). 

를 들어 HP사의 경우 기존 IT 인 라에 한 역

량이 계획에 포함되지만 IBM의 경우 이행에 포함

될 정도로 동일 역량의 분류가 다르고 HP는 

체 세부 역량이 12개로 은 편이지만 IBM은 

로젝트 리와 련된 세부 역량만 12개로 세부 

역량요소의 수도 IBM이 많다. 딜로이트에서는 역

량을 비용, 운 , 서비스로 크게 나 고, CGI의 경

우 근법, 구성, 갈등최소화, 고객의 역할로 분

류하 다(Tweardy, 2012; CGI, 2013). 국내 기업

들도 이행 PMO에게 필요한 역량평가 모형을 개

발 이며 국내 S사는 9개의 분류와 37개의 세

부분류로 나뉠 정도로 가장 복잡한 역량평가 모형

을 가지고 있다. PMBOK 등 표 에서도 련 역

량평가 모형을 가지고 있고, 조직이나 표 에 따

라 지식 달, 통제구조, 조직 역량, 기술  연결성, 

모듈성 등을 추가 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이런 

PMO의 역량을 평가할 때는 PMO를 구성하고 있



An Evaluation Model of Transition PMO Competencies Using RGT and AHP    97

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PMO 조직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체계 으로 이행작업을 하

며 복잡성이 높은 사업에 해서는 다양한 이  

방법을 선택․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Tiwary, 2010). 아직 학술 으로 이행 PMO의 역

량평가 모형은 거의 없고, 산업체  표 별로 평

가하는 역량요소가 조 씩 다를 뿐만 아니라 모든 

련 역량요소를 포 하는 역량평가 모형이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역량평가 분류의 모

든 역량요소들을 포 하고 유사 개념을 통합한 역

량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먼  표   회사에서 실제로 사

용되는 다양한 역량평가요소들의 계들을 유사 

용어간의 매핑 방식을 용하기 하여 KJ 기법을 

활용하 다. 매핑 작업을 해서는 <Table 2>와 

같이 이행 경험이 있는 문가 9명을 상으로 KJ

기법을 활용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다. 

여기서 이행 경험이 있는 문가라 함은 ITO 사업

의 이행경험이 있는 발주자 기 , 이행 PMO 경험이 

있는 외부 PMO 기 (컨설  포함)과 ITO 사업의 

이행경험이 있는 사업수행기 의 경험자를 말한다. 

경력연수가 12년 이상, 이행경험이 최소 2회 이상

인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규모 “K은

행의 ITO 사업의 이행 PMO” 사례에 참가한 문

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Table 2> Experts List

No
Organizational 
Type

Career 
Period

Sex
Transition 
Experience

1 Owner 22 Male 2

2 Owner 19 Female 10

3 Owner 18 Male 2

4 Attendant 20 Male 10

5 Attendant 23 Male 3

6 Attendant 23 Male 6

7 External PMO 13 Male 3

8 External PMO 12 Male 2

9 External PMO 14 Female 3

유사 요소기술을 매핑하기 해 사용한 KJ 기법

이란 일본의 가와키타 지로(Kawakita Jiro)가 고

안한 인스토  기법의 일종으로 친화도(Affi-

nity Diagram)라고도 불린다. KJ 기법을 통한 매

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먼  주제를 

공유한 후 도출된 항목들 에 주제와 련성이 낮

은 아이디어를 주차장(Parking Lot)으로 보낸다. 

다음은 2～3개의 유사한 항목을 그룹으로 분류하

되, 5개 이상이 한 그룹일 경우 분리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각 그룹별로 항목들의 공통

인 내용을 도출하여 다른 포스트잇에 그룹명을 

고 매핑된 결과에 하여 문가들과 함께 포커

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표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역량요소들의 계들을 유사 용어간의 매

핑 방식을 KJ 기법의 친화도를 용하여 <Figure 

4>과 같이 20가지의 역량 요소를 정리하 다. 

4.3 RGT를 이용한 계층화

제 4.2 에서 도출된 역량들을 계층구조로 구축

하기 하여 IT 분야 15년 이상의 문가 5명을 

상으로 RGT라는 유도질문 형식의 면 조사를 실

시하 다. 먼  요소로 제 4.2 에서 도출된 20개

의 역량들을 요소로 선정하고 이 요소들을 이용하여 

인지구조를 추출하 다. 인지구조를 추출할 때는 

각 피험자들에게 세 개의 요소를 임의 추출하여 

제시하고 나머지 두 개와 다른 역량요소를 고르게 

하는 트라이아딕 방식을 사용하 다. 그리고 다르

다고 분류한 역량요소에 해 피험자에게 다르다

고 느낀 이유를 본인의 언어로 설명해 달라고 요

구하 다. 일반 으로 RGT에서는 요소가 사진과 

같은 시각 인 자료여서 직 인 비교가 가능한 

것에 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념  용어를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모든 피험자가 용어에 하여 

동일하게 이해하지 못 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가 없다(Lee and Lim, 2008; Lee and Kim, 2013).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요소를 제시할 때,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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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BOK HP IBM Deloitte CGI SK C&C Elements

• Project
planning

• due diligence
Review

• Project
planning

• Transformation
planning and
Initialisation

• Stable operating
strategies

• Transition planning
and management

• Collaborative
partnership

• Transition plan Transition plan competencies

• Human resource
management

• staffing

• Human
resources and

Supplier
management

• Professional staff
• Recruiting and

training

• Human
resource plan

• Staff
management

Human resource plan

competencies

• Knowledge
management
(Best practices)

Best practices competencies

• Workplace
services

• Knowledge
management
(Performing
career)

Performing career competencies

• Management
systems

• Good solutions
• Transition

methodology

• Knowledge
management
(Templates)

Tools provided competencies

• Communication
management

•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 Program
communications

• Governance model

• Procedures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control

• Communication and
stakeholder
management

• Relationship
management

Communication

management competencies

• Scope
management

• Scope(people,
processes,

assets etc)

• Scope &
change

management

• Meet the
performance

and cost when

changing

• Pricing
mechanisms

Scope and change

management competencies

• Time
management

• high-level
task, and
milestone
plans

• Schedule
management

Time management

competencies

• Risk
management

• Issue/risk
management

• Risk
management

Issue/risk management
competencies

• Security
assessment

• Security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competencies

• Handover
coordination

• Service
deployment

Operating output
management competencies

• Property

• Service
deployment

(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sset transfer competencies

• Deliverables
management

•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competencies

• Quality
management

• Quality
management

• Test management
• Service quality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competencies

• Cost
management

• Financial
management

• Offer aggressive
cost
reduction
measures

Finance management

competencies

• Customer
management
office.

• People cultural
change

• Initial
responsiveness
AS

• Change management
•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Change management

competencies

• Evaluate
existing IT
environment

• the change IT
environment

• Business
processes

readiness

• Process / policy
/ Procedures

designed

Operational process

improvement competencies

• Application
readiness

Application improvement
competencies

<Figure 4> Transition PMO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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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tracted Cognitive Structure

Cognitive structure
Contradictory Cognitive 

structure

Competencies required at 
the beginning

Competencies required at 
the end

Competencies required by 
acting business

Competenci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Mandatory Optional

One-time competencies
Repeatedly required 
competencies 

Competencies related to 
planning

Competencies associated 
with performing

General competencies Expertise competencies

용어가 아니라 역량요소의 정의를 제시하여 피험

자가 용어를 동일하게 이해하도록 하 다.

제시한 역량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  

“이행계획지원”은 CMO에서 FMO로의 제반 이행 

계획 통합을 지원하는 역량으로 “수행경험제공”은 

다른 조직에서 인수인계를 수행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인력계획지원”은 새로운 운 기간 

에 투입할 인력을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어느 시

부터 투입할지를 계획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역량, 

그리고, “선진사례제공”은 유사한 해외  국내 선

진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하 다. 

“ 리도구제공”은 이행을 한 방법론, 리표 , 

리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며 “자산이

리”은 이행 에 하드웨어, 소 트웨어, 설비 등

과 같은 발주기 의 자산을 이 하는 작업이 있다

면 그 이 자산을 정의하고 이행, 리하는 역량

으로 정의하고, “보안 리”는 이행 단계 수행 에 

취득한 발주기 의 정보에 한 보안사항을 수

하고 리하는 역량이다. “범   변경 리”는 이

행 범   변경사항을 리하는 역량, “운 산출

물 리”은 기존 운 산출물과 인수인계시에 보완된 

산출물을 계획하고 이행하고 리하는 역량, “이

슈  험 리”는 이행  발생 가능한 험과 

발생하는 이슈를 리하는 역량이고, “의사소통

리”는 이행 단계 수행 에 발주기 과 사업수행

기  사이의 의사소통과 기 수 을 리하는 역

량이라고 제시하 다. 한, “일정 리”는 이행 활

동의 일정 리  활동 상태를 리하는 역량으로 

“어 리 이션 개선”은 기존 애 리 이션의 성능

이나 장애빈도 등 운 의 문제를 악하여 개선사

항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며, “운  로세스 개

선”은 기존 운  로세스에 한 개선사항을 제

시할 수 있는 역량이라면 “IT 인 라 개선”은 EOS 

장비여부, 성능, 이 화 등의 IT 인 라 장비들의 

문제 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

으로 하드웨어 인 면을 강조한다. 그 외에 “SLA 

제․개정”은 서비스 수 리 수립방안을 제시하

거나, 기존 SLA 지표를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역량

이고, “재무 리”는 이행 활동의 원가를 수립하고 

산 비 소요된 실통제를 리하는 역량으로 “성

과물 리”은 이행 단계에 수행한 인수산출물과 운

노하우, 인수인계 확인서 등의 성과물에 한 평

가기 을 정의하고 평가를 통해 업무성과를 리

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품질 리”는 

운 산출물 수   지식 달의 수  등 이행 활

동에 한 품질 수 을 리하는 역량이라면 “변

화 리”는 새로운 운 에 앞서 발주기 의 업이 

알아야 할 변화를 미리 공지하고 교육하는 등 이

행  변경사항에 해 구성원의 변화를 리하는 

역량으로 정의하 다.

이 게 정의된 역량 요소  3개를 피험자에게 

제시하여 다른 하나를 고르게 하고 차이 을 피험

자의 언어로 표 하게 되는 데, 피험자의 언어를 

그 로 인지구조로 사용할 경우 인지구조의 종류

가 무 많아져서 다음 단계의 피험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결과가 부정확해 질 수 있으므로 실험결

과를 집약하여 객 이고 충실한 자료를 얻기 

해 추출된 평가항목을 <Table 3>과 같이 여섯 개

의 인지구조로 집약하 다. 를 들어 피험자에게 

“이행 계획 지원 역량”과 “선진사례 제공역량”, “성

과물 리역량”이라는 세 개의 요소를 제시하고 

다른 하나를 고르게 했을 때, 피험자가 “성과물 

리역량”을 고르고 그 이유로 다른 두 개는 사업 

반에 필요한 요소임에 비해 “성과물 리역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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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pertory Grid

사업 마무리시기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답변했다면 

이 답변은 “사업이 시작될 때 역량이 필요”라는 인

지구조로 집약되고, 이것의 상반되는 인지구조는 “사

업이 끝날 때 역량이 필요”가 된다. 

인지구조 추출이 끝난 후 각 피험자들에게 20개

의 역량요소를 모든 인지구조 에서 7  척도

로 평가하게 하 다. 그리고 유사한 역량요소를 묶

기 하여 RGT에서 군집분석을 해 많이 사용

하는 방법  하나인 이 단계 군집분석(Two-way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투입변수로 7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는 연속형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유클리안 거리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

하 다. 

<Figure 5>는 이 단계 군집분석을 한 결과로 역

량요소와 인지구조가 유사한 정도에 따라 두 개씩 

묶 다. 본 논문에서는 역량평가 모형을 한 AHP 

분석을 해서 역량요소들의 계층구조만 필요하므

로 역량요소를 쉬와즈 BIC(Schwarz’s Bayesian 

Inference Criterion)에 의해 자동으로 군집을 추출

한 결과 총 4개의 그룹으로 나 어졌다. 이 4개의 

그룹을 분석한 결과 분류된 역량 요소들은 애드워

드 데 (Edwards Deming)의 PDCA(Plan-Do- 

Check-Act) 과 유사하므로 <Figure 6>과 같

이 “계획지원역량”, “수행 리역량”, “성과 리역

량”, “운 체계개선역량”을 분류로 명명하여 구

조화하 다.

4.4 AHP를 이용한 가 치 산정 

다음은 제 4.3 에서 구축한 역량 체계구조도를 

기반으로 이행 사업의 주요 이해 계자인 발주기

, 사업수행기 , 외부 PMO 기 의 문가들을 

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AHP 

기법을 용하기 해서는 용하는 문가 집단 

특성이 동질 일 때에 그 규모가 10명에서 15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다(Lee and Lim, 2008). 

본 연구에서는 이 기 에 따라 평균 근무 연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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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erarchical Structuring for AHP

년 이상의 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그  45

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일 성 있게 설

문을 한 발주기  13명, 사업수행기  15명, 외부

PMO 기  11명 총 39명의 설문결과가 채택되었다. 

여기서 일 성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피설문자가 

일 성 있게 설문에 참여하 는지를 단하는 척

도로 보통 지수가 0.1 이하로 나오면 일 성이 있

다고 단한다.

이행 PMO 역량평가 모델을 한 AHP에서 사용

한 계층구조는 <Figure 6>와 같이 RGT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사용하 고, AHP 분석은 엑스퍼트 

이스(Expert Choice)라는 AHP 도구를 활용하

다. 요소간의 요도를 평가하는 수 은 9  척도

로 사용하 고, 비교를 실시한 후 얻은 의견

에 하여 여러 문가에게 얻은 결과는 체와 

집단별로 기하평균 하 는데, 체를 기하평균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는 1차 항

목을 요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고, 각 1차 항목

의 세부 항목도 같은 1차 항목 내에서 다시 요

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 다. 

1차 항목의 요도를 비교하면 계획지원역량, 

수행 리역량이 비교  높은 값을 가지고, 성과

리역량, 운 체계개선역량은 상 으로 낮은 

요도를 갖는다. 이는 이행단계는 간헐 이고 아직

은 생소한 상황이므로 이해 계자들이 이행 PMO에

게 가장 기 하는 것은 계획지원역량을 통해 체계

인 인수인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로 진행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이행단

계를 통해 운 을 개선하고 다음 사업을 비하는 

성과 리 역량이나 운 체계 개선역량은 상 으

로 덜 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다음은 2차 항목들을 체 으로 살펴본다. 2차 

항목의 가 치는 2차 항목별 요도와 2차 항목이 

속한 1차 항목의 요도를 승산하는 것으로 이행 

PMO의 역량 평가 시 고려하는 최종 단 근거가 

된다. 체 2차 항목 20개 에 상  10개의 평가

기 은 <Table 4>에서 *표시 한 것으로 이행계획

지원, 의사소통 리, 범 /변경 리, 인력계획지원, 

수행경험제공, 일정 리, 이슈/ 험 리, 운 로

세스 개선, 성과물 리, 품질 리 순이다.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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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AHP

The primary item Second item Rate Rank

Planning 
supporting 
competencies
(0.388)

Transition plan competencies* 0.162 1

Human resource plan competencies* 0.081 4

Best practices competencies* 0.067 5

Performing career competencies 0.040 11

Tools provided competencies 0.039 12

Execution 
management 
competencies
(0.381)

Communication management competencies* 0.113 2

Scope&change management competencies* 0.088 3

Time management competencies* 0.064 6

Issue/risk management competencies* 0.055 7

Security management competencies 0.024 14

Operating output management competencies 0.021 15

Asset transfer competencies 0.016 18

Performance 
management 
competencies
(0.125)

Performance management competencies* 0.048 9

Quality management competencies* 0.040 10

Finance management competencies 0.019 16

Change management competencies 0.018 17

Operating 
improve 

competencies
(0.107)

Operational process improvement competencies* 0.052 8

Application improvement competencies 0.026 13

IT infra improvement competencies 0.016 19

SLA revision competencies 0.013 20

행 단계에서 이행 PMO 역량으로 이행계획과 인력

계획을 잘 지원하고, 이행수행경험을 잘 제공하며, 

수행 시에는 의사소통과 범 /변경 리, 일정  

이슈/ 험 리를 철 히 해야 하며, 성과측면에서

도 성과물과 품질 수 을 잘 리하고, 최소한 운

 로세스를 개선하는 역량이 필요함을 암시한

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각 1차 항목별 세부항목을 비교한

다. 먼  계획지원역량의 세부항목별 요도는 계

획지원역량, 인력계획지원, 수행경험제공이 높은 

편이며 선진사례제공, 리도구제공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PMO의 

역량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이 갖고 있는 

역량이 더 요하다고 조사되었지만 우리나라 

문가들은 사례에 근할 수 있는 역량이라도 PMO

가 정보에 근할 수 있는 능력인 선진사례제공 역

량보다는 직  경험한 수행경험제공 역량을 더 

요시 한다고 분석된다. 이행 사업이 다른 로젝

트보다 일반 으로 더 다양한 이해 계자  조직

을 아우러야 하므로 수행 리역량에서는 의사소통

리 역량이 가장 높은 요도를 갖는다. 그 외에 

범 /변경 리, 일정 리, 이슈/ 험 리가 평균 이

상의 요도를 보이며 보안 리, 운 산출물 리, 

자산이  리는 상 으로 낮은 요도를 보인

다. 성과 리역량의 세부역량들은 반 으로 낮

은 요도를 보이며 성과물 리 품질 리, 재무

리, 변화 리 순의 요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운

체계개선역량은 운  로세스 개선, 애 리

이션 개선, IT 인 라 개선, SLA 제/개정 순의 

요도를 갖는다. 즉 이행 사업  변화를 통해 운

이 일부 개선되는데, 이때 PMO가 가져야 하는 역

량은 애 리 이션이나 IT 인 라를 개선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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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 Comparison of PMO Competencies in ITO and General IT Projects

Item Transition PMO Other IT Project Management PMO

Purpose Transfer Completion Delivery Completion

Plan
Transition Plan Support(1)
Staff Plan Support(4)
Provide experience to perform(5)

Business Knowledge(7)
Information Collection/Analysis/Decision(10)

Do

Communication Management(2)
Scope/Change Management(3)
Time Management(6)
Issue/Risk Management(7)

Risk Management(1)
Negotiation(2)
Project Plan Execution(3)
Problem Solving and Decision(4)
Change Management(5)
Communication Management(6)
Driving force(8)
Documentation(9)

Performance
Deliverable Management(9)
Quality Management(10)

Improvement Operation Process Improvement(8)

다는 비즈니스 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Table 5>는 이행 PMO 역량평가 모형의 결과

를 일반 PMO와 비교한 표이다. 일반 인 IT 로

젝트의 경우 리 PMO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에 

요구되는 역량은 험 리역량, 상력, 로젝트

계획 실행, 문제해결/의사결정 역량, 변화 리역량, 

의사소통/ 인 계 역량, 업무지식, 추진력, 문서

작성, 정보수집/분석/ 단 순으로 요도가 높았

다. 그  업무지식과 정보수집/분석/ 단 역량은 

계획단계에 속하며, 나머지 역량은 수행단계에 속

하여 주로 계획단계와 수행단계에 집 되어 있는 

반면(Kim et al., 2014), 이행 PMO의 역량요인은 

계획, 수행, 성과, 개선 단계에 걸쳐 고르게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즉 일반 인 PMO의 역량은 요구

사항 로 구축하기 하여 계획  수행단계의 역

량에 집 하는 반면 이행 PMO는 기 운 인 기

존 지식을 새로운 운 자에게 달하는 것이 목

이므로 계획과 실행단계도 요하지만 성과와 개

선단계에도 역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5 문가 집단별 가 치 비교

본 에서는 이행 PMO의 역량에 한 요도

가 문가 집단의 종류에 향을 받는지를 K-W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 으로 분석한다. R 3.1.0이

라는 통계소 트웨어를 활용하 으며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고 분석된 1차 역량항목은 계획지원역량(유의 확

률：0.0001), 수행 리역량(유의 확률：0.0075)이다. 

발주자는 계획지원역량이 제일 요하다고 생각하

지만 수행사와 외부 PMO는 모두 수행 리 역량

이 제일 요하다고 답변했다. 성과 리역량과 운

체계개선 역량은 3개의 집단 모두 앞의 두 역량

에 비해 덜 요하다고 생각한다. 

3개의 문가 집단의 을 구체 으로 비교하기 

해 2차 역량항목별 각 집단의 순 를 그래 로 

표 하면 <Figure 7>과 같다. 2차 역량항목 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집단 간 의 차이가 

있는 역량항목은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이행계획

지원(유의 확률：0.0001), 인력계획지원(유의 확률 

：0.0004), 선진사례제공(유의 확률：0.0003), 의사

소통 리(유의 확률：0.0037), 운 산출물 리(유

의 확률：0.0351)이다. 1차 역량항목인 “계획지원

역량”에 해 발주자가 다른 두 개의 집단에 비해 

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에서도 “인력계획지

원”과 “선진사례역량”을 다른 집단에 비해 요하

다고 생각한다. 같은 “계획지원역량”  이행계획



104 Hwanju Cha․Ja-Hee Kim

<Figure 7> Rank Gap Analysis of Stakeholders

지원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모두 매우 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비해 PMO는 덜 요하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반 로 1차 항목  발주자와 비교

하여 수주자와 PMO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은 “수행 리역량”인데, 특히 “의사소통 리”에 

해 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 리” 역량과 달

리 “운 산출물 리”는 발주자와 수주자 모두 평균 

이하의 요도를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PMO는 이 

역량에 해 비교  높은 가 치를 둔다. 이는 운

산출물의 주요 이해 계자가 PMO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ITO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의 요도에 

비해 이행 단계에 한 연구가 많지 않다. 기존 연

구에 의하면 이행사업 성공을 해 문화된 리

가 요하며, 실제로 최근 실무에서 이행사업을 

한 PMO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행 PMO의 역

량이 이행사업 성공에 요 요인임에도 아직 PMO

를 평가하기 한 모형이 학술 으로 정립되지 않

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행 PMO의 역량평가 모형

을 도출하고 RGT와 AHP 기법을 이용한 역량평가 

모형을 구축하 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논문

에서는 AHP 역량 요인들을 계층화하는 사 분석

도구로 RGT를 도입하여 계층화 방법을 객 화하

다. 그리고 문가 집단을 발주자, 수주자, PMO

로 분리하여 집단별 의견을 비교하고 K-W 검정

을 통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의견차이를 도출하

다. 제안된 역량평가 모형은 실무 으로 이행 단

계를 진행하기 에 다음과 같은 차로 활용될 수 

있다. 먼  이행 단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PMO 후

보들이 역량평가 모형의 역량에 기반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발주사의 사내외 문가들이 이 제안서

에 근거하여 역량요인별로 정량평가한다. 그리고 

정량화된 값에 역량평가 모형의 가 치를 용하

여 합산한 후 후보들을 순 화하여 최종 이행 PMO

를 선정한다. 즉,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에 증가하

는 ITO 사업에 있어서 업무연속성 확보를 해 

이행단계의 요성을 인지하고, 이행품질과 납기

수를 해 이행 PMO 활용이 확 되고 있는 상

황에서 본 이행 PMO 역량평가 모형연구는 이행 

PMO가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어떤 역량을 가

진 PMO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한 가이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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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행 PMO 역량평가에 

한 기 연구로써 향후 이 분야 연구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ITO 사업은 한시 인 로젝트 사업이 아니라 

이 , 변화, 운 , 종료의 단계가 반복되는 연속 사

업임을 감안하여 그  이행 단계는 기간은 짧지

만 장에서는 무도 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

다. 하지만 이에 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국내/국

외 이행 사업에 PMO를 도입한 사례를 조사하여 

이행사업의 요도와 외부 리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기법 측면에서는 

AHP의 사  분석 기법으로 RGT를 도입하 으나 

RGT의 요소로만 역량 항목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일반 으로 RGT에서 역량에 한 요구사항을 도

출하기 해서는 요소로 실제 이행 PMO를 제시하

고 이행 PMO를 평가하게 하는데, 통 인 RGT

의 방법을 사용하면 요 역량요소가 락될 험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문헌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새

로운 역량도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이행 사업에 PMO를 도

입한 사례가 많지 않아 통 인 RGT 방식을 

용하지 못하 다. 향후 이행 PMO의 사례가 많아

진다면 통 인 RGT를 활용한 새로운 역량 요

구사항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

서는 역량요인을 도출하여 정의하 지만 각 역량

요인별 객  평가기 은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

므로 본 모형을 개선하기 해서 도출된 역량요인

별 객 이고 정량 인 평가기 을 개발한다면 

본 모형의 신뢰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이행 PMO를 활성화하기 한 법률 인 정비

와 제도  측면을 연구하고, 이행 PMO가 갖춰야 

할 자격과 발주기   사업수행기 의 역할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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