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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단계별 체계적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
존 관리시스템은 사업을 통한 공모과제들의 접수, 선정, 수행관리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사업 자체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모과제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행사업에 대한 총괄관리가 가능한 하향식 

전주기적 사업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 대해 기술한다. 이러한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표준화

된 체계적 사업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후속 업무 진행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적용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ABSTRACT 

For successful project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PMIS) using the formal systematic processes is 
necessary. Because the existing PMIS focuses on low-level project management, the life-cycle administration of the 
projects is required. In this dissertation, I describe not only the processes for managing a project with the top-down 
approach(a hierarchical goal setting of the project outcome), but also PMIS which can control whole processes of R&D 
projects. The PMIS described in this dissertation can reduce the workload of project management by providing 
user-adaptive environments and linking with related systems, so can be helpful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management. And, it is expected that these processes can be the standard project management processes which are 
adaptive to various types of projects.

키워드 :  IT프로젝트, 성과관리, Mega프로세스, 과제관리프로세스, 사업관리업무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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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IT산업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

요한 산업으로[1], IT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

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Chaos 
Report에서 발표한 IT프로젝트의 성공비율을 보면 일

반적인 예상보다 휠씬 낮은 30% 내외의 성공률을 나타

내고 있다[2]. 일반적으로 IT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요

인은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에 관련된 요인이 제

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요

구사항 발굴, 명확한 목적과 목표 수립, 그리고 범위 설

정, 현실적인 일정, 효과적인 프로젝트 기술 및 방법의 

적용 등과 같은 프로세스에 관련된 요인이다[3]. 이러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의 경우는 프로젝트관리협회(PMI, Project Management 
Institute)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기본사항과 방법을 

집대성하여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이라는 지식체계 지침서를 마련하여 프로

젝트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4]. 국내에서는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IT-PMP(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를 제정하여 IT프로

젝트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대한 검증과

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IT프로젝트를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 그러나, 기존 사업관리정보시

스템의 경우에는 사업관리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자 하는 목표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개별적인 공모추

진 과제의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한, 추진

되는 시행사업별로 상이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 과

제수행자 뿐 아니라 사업관리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

업 중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단계

별 표준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시행사업 자체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사업 시행에 따른 공모추진 과제들

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향식(Top-down) 
사업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요소를 적용한 사업관리정

보시스템(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개발을 통해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사업관리

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검

증한다[6-7].

Ⅱ.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의 필요성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 R&D사업은 일반적으로 사

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

행하는 전담기관에서 담당하며, 이러한 사업은 기획과

정을 통해 연구과제의 주제를 정하고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전담기관에

서는 사업을 통해 공모하고 선정된 과제를 관리하기 위

한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
편, 이러한 전담기관에서 사업을 통해 공모한 과제를 

다시 해당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관리시스

템과 과제수행시스템이 동시에 필요하게 되지만, 대부

분의 전담기관에서는 사업관리시스템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의 life-cycle 전체에 대한 

전주기적 사업관리의 온라인화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표준절차를 마련하며, 사업관리자, 과제수행자 뿐 

아니라 평가위원 등 업무협조자들의 특성에 맞는 차별

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러

한 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관리 프로세

스의 체계화 및 즉각적인 통계/모니터링, 사업별 성과

의 온라인 검증 및 관리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 향상, 그
리고 대내외 연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다[8].

Ⅲ.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설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국책 

R&D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리측

면에서 볼 때, 전담기관으로서 정부의 추진사업들을 직

접 관리하는 사업형태와 他전담기관 또는 외부기관에

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과 과제는 그림 1과 같이 

전담기관이 100%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재원 또는 사

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배분

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렇게 다양한 사업과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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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먼저, 사업과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의 표준 정립이 필요하다.  

그림 1. 사업 및 과제의 형태

Fig. 1 The Types of Program and Project

이러한 관리 프로세스의 표준 정립을 위해서 사업과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프로세스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

세스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
와 같이 사업과 과제의 수행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Mega프로세스’와 시행사업의 추진에 따른 공

모과제에 대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과제관

리프로세스’로 각각 정의한다.

그림 2. Mega프로세스와 과제관리프로세스

Fig. 2 Mega Process and Project Management Process

Mega프로세스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과 과

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세스로서, 그림 3과 같

이 사업/과제를 기획, 생성하는 사업계획, 기본정보와 

사업비를 관리하는 사업협약, 수행활동 및 변경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등을 관리하는 

사업결과,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성과입력과 현황을 관

리하는 사업성과의 5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그리

고, 과제관리프로세스는 사업 및 과제를 통한 Mega프
로세스를 수행함에 있어 공모추진 등을 통해 과제의 수

행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재원을 배분하고, 이에 대한 관

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프로세스로서 수요조사 

및 RFP 등록 등의 과제기획, 발굴된 과제를 공고하고 

신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관리하는 공고 및 접

수, 접수과제를 평가하여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는 선정

평가, 선정된 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중간점검 및 협약

변경 등의 수행관리,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에 대한 결

과평가, 과제수행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납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창출된 성과의 등록과 검증 및 추

적관리 등에 대한 성과관리의 8단계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그림 3. Mega프로세스와 과제관리프로세스 세부 항목

Fig. 3 The Components of Mega Process and Project 
Management Process 

앞서 설명한 Mega프로세스 및 과제관리프로세스를 

각 사용자 그룹(사업관리자, 과제수행자, 평가위원)의 

업무진행 절차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사업관리

자는 Mega프로세스에 대한 진행현황을 정부 등 사업시

행자에게 보고하고, Mega프로세스 수행 중 공모를 진

행하는 과제관리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이 공모과제들

에 대한 기획, 공고 및 선정 등 수행관리를 진행하며, 총
괄책임자 등 과제수행자는 접수 후 단계별 진행 상황 

및 산출물을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 및 결과평가에 참

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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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프로세스 요약도

Fig. 4 The Block Diagram of the whole processes

Ⅳ. 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현

본 논문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은 전자정부프레임워

크를 기반으로 하고, 윈도우 기반의 웹 환경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Java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데이터베이

스는 Oracle 11G를 사용하며, 서버의 서비스 환경은 

AIX 6.1환경이며,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Windows의 IE 
9 환경에서 서비스를 활용한다.

그림 5. 시스템 구조도

Fig. 5 The Structure of System

본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5와 같이 크

게 5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즉, 접속 초기화면에서 할

당된 업무 등을 알려주는 My Project와 매뉴얼 및 알리

미 등의 포털 기능, 그리고 사업별 수행 프로세스를 관

리하는 통합사업관리 기능, 성과의 설정에서부터 입력, 
검증 및 추적관리를 담당하는 성과관리 기능, 전자결재 

등 경영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내부시스템과의 연

계를 담당하는 내부연계 기능, NTIS와 e-R&D 등 타 기

관의 대외 관련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외부연계 기능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은 일반적인 사업관

리정보시스템이 가지는 과제관리를 위한 기본정보 제

공 이외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특징적인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첫째, 사용자 계층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둘째, EDMS(전자문서관리시스템)를 통한 

Paperless 환경이며, 셋째, 기관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를 통한 업무 통합이다.
먼저, 본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은 사용자 로그인시 접

속된 사용자 분석을 통해 계층별로 각기 차별화된 메뉴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적응형 서비스를 제공한

다. 사용자 계층은 크게 사업관리자(부서장, 팀장, 사업

담당자), 과제수행자(총괄책임자, 공동책임자, 실무담

당자) 및 평가자(평가위원)의 세가지 분류로 구분되며, 
통계화면, 정보등록화면, 평가화면 등 사용자의 업무에 

맞는 차별화된 UI환경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등 모든 업무 단계

별 프로세스에 대한 온라인화와 EDMS를 활용한 100% 
Paperless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Paperless 주요 적

용 단계는 과제접수, 과제평가, 전자협약의 세가지로서, 
먼저, 전산접수를 통해 공모추진 과제의 사업계획서 정

보를 접수받고 이를 PDF변환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제

공하며, 평가위원은 본인인증과 평가표 전자서명을 통

한 전자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

관과 전담기관 간 전자협약을 실시한다. 
이러한 Paperless 환경의 장점은, 편의성 증대와 함께 

정보전달에 있어서 위변조방지를 통한 보안성 강화, 신
뢰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전산접수에 있어 기존 

문제점은 시스템상의 접수정보와 첨부로 제출된 사업

계획서 파일간의 정보 불일치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

다. 즉, 이 두 부분의 정보가 다르게 입력된 경우 어느쪽

의 정보를 우선하는가에 대해 논란의 소지뿐 아니라 중

복 입력에 대한 번거로움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문

제점 해결을 위해 본 논문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은 전

산접수 정보영역(기본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참
여인력, 사업비 편성, 장비정보)과 첨부접수 정보영역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1 : 18~24 Jan. 2014

22

(전산접수 정보 외 기타 정보)을 분리하고, 시스템에서 

두 정보를 PDF 병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정보 불일치에 

대한 논란 제거와 동시에 중복 입력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한편, 전자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

소는 바로 평가위원 본인이 직접 평가에 참여했는지를 

인증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본인인증 모듈(휴대전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평가 

시작과 종료 시점에 인증토록 함으로써 전체평가에 참

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관리정보시스템과 기관 내부업무시스템인 전자결재, 
회계처리 등 경영관리시스템 등과 정보를 연계함으로

써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일부 기

능의 경우(예, 평가위원 위촉 협조 요청 등)에는 별도의 

내부결재를 대체함으로써 업무 진행의 편의성을 제고

하였다.

Ⅴ. 사업성과관리시스템의 효과성 분석

본 논문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 도입 전후의 Mega프
로세스와 과제관리프로세스에서의 업무 수행 소요시간

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작업에 의한 첨부파일 생성 

및 내부결재 기안문 별도 생성 등을 진행하던 기존 업

무 수행에 비해 내부결재 및 경영시스템(회계관리)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소요

시간을 평균 50%로 단축하는 등 효율성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업무처리 비교표

Table. 1 The comparative table of the work processes

구분 구)사업관리시스템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접수
신청서 서류 접수 및 

서류함 보관

신청서 온라인 접수 및 

DB 보관

평가 평가표 서류함 보관 평가표 DB보관 

협약 협약서 서류함 보관 협약서 DB보관

종합

서류공간 필요

유출 및 분실 위험성

통계작성시 수동작성

시스템 보관

외부유출 및 분실 방지

실시간 통계 지원

  

가장 획기적으로 단축된 부분은 성과관리로 기존 

오프라인 작업에 의한 설문지 배포, 수거, 과제별 성과

의 엑셀 DB화, 수작업에 의한 검증 등 별도의 성과조

사 및 분석 용역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던 작업을 

온라인 성과입력과 실시간 검증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1달이상 소요되던 업무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업

무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성과분

석 용역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분석 업무에 집중함

으로써 성과분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과

를 거두었다. 
추가적으로, 프로세스 단계별 진행에 따른 효율성 이

외에 paperless를 통한 사업관리 업무의 효과는 표 1과 

같이 서류 보관 및 통계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 및 보안강화 뿐 아니라 분실에 대한 위

험성 제거 등 부가적인 장점도 발생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관리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에 대

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요소별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표 2. 업무사용효과 분석 총괄표

Table. 2 The Analysis table of effectiveness 

 N=47 시스템 

사용효과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

사용자 

만족도

시스템 

활용도

평균  3.48  3.47  2.88  3.44  3.55

과제 

수행자
 3.69  3.75  3.05  4.04  3.84

사업

관리자
 3.33  3.28  2.77  3.04  3.36

표준편차  0.73  0.77  0.65  0.85  0.70

먼저,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

질적인 사용자(사업관리자, 과제수행자)를 대상으로 하

며, 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향상, 시스템에서 제공하

는 정보의 적절성, 시스템의 편리성, 그리고 전반적인 

사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통 요

소로 사용자경험도, 시스템 사용효과(시스템 활용을 통

한 업무향상 여부), 정보내용 품질(시스템 활용을 통한 

정보의 적시성, 적절성), 시스템 품질(시스템의 편리성

과 안정성), 사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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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스템 활용도(업무수행의 전후비교)로 구분하여 

사용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설문

에 의한 효과성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3점대 초중반의 

평점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시스템 사용에 따른 효과성

과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보전달의 품질에 대해서는 3.4
점대로 시스템 사용에 따른 업무효율의 효과성은 존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스템의 안정성, 사용편의

성 등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시스템 도입의 초기라는 

점 때문에 2.8점대로 기대치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사용자의 만족도는 기존 사업관리정보시스템에 비해서 

웹을 통한 활용 및 UI개선 등으로 3.4점대로 타 항목과 

유사한 점수를 보였으며, 시스템 활용도에 대해서는 사

업 수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점 등이 

작용하여 3.5점대로 타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

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 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모추진 과제들의 관리에 있어 

life-cycle 단계별 전주기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를 관

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특히, 
시행사업에 대한 업무 단계들(사업계획, 사업협약, 사
업수행, 사업결과, 사업성과)을 Mega프로세스로, 공모

추진 과제관리에 대한 업무 단계들(과제기획, 공고, 접
수, 선정, 협약체결, 수행관리, 결과, 사후관리, 성과관

리)을 과제관리프로세스로 정의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사업 및 과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관리 프로세

스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하향식 전주기적 사업관리 구조를 통해 시행

사업에 대한 총괄 성과목표의 설정 아래, 공모추진 과

제들의 개별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연구성과를 단계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으며, 전자

문서 유통을 통한 접근통제로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문
서 등 정보들의 시스템 보관을 통한 서류공간 불필요, 
즉각적인 통계기능, 분실방지 등 관리업무의 개선방안

과 경영관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원스톱 업무수행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

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그 효과성에 대해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Mega프로세스와 

과제관리프로세스는 시행사업 자체에서부터 사업시행

에 따른 공모추진과제의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사업관

리 全 프로세스로, 이는 정보통신분야 이외에 他분야 

사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시행사업의 

표준 관리 프로세스로서 기존의 시행사업간 프로세스 

상이로 인해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전자평가에 있어서 강화된 본인인증

을 통해 화상회의와 연계한 원격지 발표평가를 실현하

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행사업의 추진체계 변경 등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의 구성을 향후 연

구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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