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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project management knowledge,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nd process improvement 
to systematically project execution in public sectors, achieve high performance and value,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overall industry. In particular, the software industry is a knowledge-intensive industry centered on professional manpower.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project managers' competences of regional SW promotion agencies on and project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level of project management maturity. We collected data using a questionnaire to the project 
managers of regional SW promotion agencies. In this stud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ject managers’ competences and performance. In addition,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high and low project matur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only contextual 
competence among the competences of the project manager had a positive effect on project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technical 
and behavioral competence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and completion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maturity of business management of local institutions wa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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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 트웨어산업은 기업과 국가의 핵심경쟁력을 결정

하는 요소로 정부주도로 성장과 발 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공공 소 트웨어분야에서도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로젝트 리를 도입하고 있다.
로젝트의 성공에는 목 에 부합하는 구성원, 숙련

도, 로젝트 리 문 지식 등이 필요하며 이  로젝

트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은 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하나이다[5].  구성원의 상호작용은 과업

을 수행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승효과가 있

다[12]. 따라서 업무에 필요한 구성원의 기술, 지식, 동기
요인 등의 역량은 로젝트에 우수한 성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조직 경쟁력에도 한 계가 있다.
기 의 로젝트 리자들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

업 리 지침과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인 으로 습득

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 까지 공공 로젝트를 수

행해왔다. 하지만 격한 환경변화, 산업과 기술의 발 , 
시장의 높은 요구 수 , 다양한 이해 계자, 불확실한 리
스크 발생률 등 로젝트 수행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복잡해지고 있어, 로젝트 리자의 개인역량만을 통해

서 로젝트의 성과를 기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소 트웨어산업에 속한 로젝트는 고객이 원하는 기

술이나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구
의 복잡도가 높고 타 로젝트와의 융합이나 포트폴리

오 단 의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서 

비용이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20]. 공공 
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로젝트 리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17]. 이를 수행하는 
로젝트 리자에게 다수의 로젝트 수행 경험도 요

하지만 체계 이고 략 인 로젝트 리 지식이나 

련 로젝트, 로그램, 포트폴리오 단 의 사업, 정부 
 기업의 이해 계자와 의사 소통하며 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는 고도의 문성과 역량이 필요하다. 로젝트

를 수행하고 이슈를 해결하기 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로젝트 리자의 역량을 실증분석한 연구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지만, 공공기 의 로젝트 리자와 

기 의 로젝트 리 성숙도 수 과 역량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소 트웨어산업 육성 정책과 국가 경쟁력 강

화 목표와 더불어 문 인 역량이 요구되는 소 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  로젝트 리자와 

기 의 개인역량과 조직역량 그리고 성과에 한 검증과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산업 내 정책지원사업

을 수행하는 로젝트 리자의 역량과 성과 간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공공기 의 로젝트 리 성숙도 

수 의 차이에 따라 로젝트 리자의 역량과 성과 간의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프로젝트 관리자 역량

역량은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특정상황에서의 사람들

의 행동유형을 특질, 기술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11]. 여
러 학문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량 개념은 조직  경

략 측면의 거시  개념과 인 자원 리 측면의 미시

 개념으로 나  수 있다. 거시  에서는 기업의 비

, 가치, 문화, 로세스, 경험 등 유무형의 자원으로 지
속 인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한 차별  원천요소로 볼 

수 있으며[6, 14], 미시  에서는 역할이나 직무 수

행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내

재  능력으로 볼 수 있다[26, 30]. 인 자원 리 측면의 

미시   역량 개념이 조직에 속한 개인의 특질과 성

과를 살펴보고 직무를 설계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부터 기업이나 공공기 에서 로젝트를 수행

하고 리하는 로젝트 리자의 개념이 도입되어 활성

화되어져 왔다. 계획된 일정과 자원을 바탕으로 을 구
성하고 체계 인 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목표

를 달성하고 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들의 역할이 

요해지고 있다.
로젝트 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조직 리, 의

사소통, 워크, 목표지향, 리더십, 기술력, 상, 업무수
행능력이 요하게 요구되어졌다[18]. 로젝트 리자에

게 요구되는 역량을 지식과 성과를 포함한 직무기술과 

인 계기술로 크게 구분하기도 하고[39], 산업에 따라 달
라지는 로젝트 리 기능과 련된 직무역량과 로젝

트 리자의 특질과 련된 행동역량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기도 한다[7]. Dulewicz와 Higgss는 분석력, 비  제시, 
략  사고 등의 개인의 내재  특성을 의미하는 지 역

량과 자원 리, 의사소통,  개발 등의 리역량과 동기

부여, 설득력, 감정 리 등의 감성역량으로 역량을 구분

하여 연구하 다[11, 29]. 선행연구를 통해 로젝트를 수
행하는 리자와 원의 역량이 로젝트의 성공에 정

 향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개인의 역량 발휘 환경을 

조성하고 리가 필요함을 악할 수 있다[25, 29].
로젝트 리 기 인 AIPM(Australian Institute of Project 

Management)은 국가역량표 을 규정하여 로젝트 리자

의 역량을 지식역량, 성과역량, 개인역량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 다. 지식역량은 로젝트 수행을 해 무엇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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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한 것이며, 성과역량은 필요한 지식을 용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얻을 수 있는지에 한 역량이다. 그리고 
개인역량은 로젝트 리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

는 역량을 의미한다. 지식, 성과, 개인의 세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로젝트 리 문기 인 PMI(Project Manage-
ment Institute)는 로젝트 리자 역량체계를 개발하여 
로젝트 리자의 성과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로젝트 리 문기 인 IPMA(International Project 
Management Association)는 ICB(IPMA Competence Baseline) 
4.0에서 로젝트 리자의 역량을 기술  역량, 행  

역량, 상황  역량으로 나 었다[16]. 기술  역량은 

로젝트 리 지식이나 로세스 등 로젝트 리 문가

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며, 행  역량은 

로젝트 리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나 태도 등 개인 

는 을 리할 수 있는 개인역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황  역량은 로젝트 조직에서 로젝트를 수행하고, 
라인 조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로젝트가 성

공 으로 수행되기 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특질, 
리  요소를 포함하여 기술  역량, 행  역량, 상황  

역량으로 구분하여 성과와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프로젝트관리 성숙도

과거 로젝트의 리는 주로 개인의 경험, 경력에 근
거하여 수행해왔다. 략 이고 체계 으로 로젝트를 

리하지 않으면 수행 기간동안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

게 된다. 최근 기업과 공공기 에서는 로젝트 리 능

력을 높이는데 있어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체계 인 교육, 훈련, 는 로젝트 리 시스

템을 구축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약하고 업무 능력 수

을 높이는 데에 심이 있다.   
조직 차원에서 체계 이고 략 인 로젝트 리 근

법을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모형들 즉, OPM3(Organizational 
Project Management Maturity), CMM(Capability Maturity 
Model), PMMM(Project Management Maturity Model) 등이 
성숙도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19, 35].

OPM3는 PMI에서 개발한 로젝트 리 성숙도 모형

으로 지식, 평가, 개선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
한다. 지식은 로젝트 리를 한 정보나 우수사례를 

한 방법을 말하며, 평가는 조직의  상태를 평가하고 
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며, 개선은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단계를 진행하는데 도와주는 요소

들을 의미한다[31]. OPM3의 1단계는 로젝트 리 표

이나 개념에 한 기본 인 이해 수 , 2단계는 조직 성숙
도의 포지셔닝과 모니터링을 해 평가를 실시하는 수 , 

3~5단계는 개선 요소로 개선을 한 계획, 실행, 로세

스의 반복을 수행하는 수 이다. 
PMMM은 조직의 로젝트 리 수 이 어느 정도 되는지

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1980년  후반 소 트웨어 개발을 

상으로 만들어진 CMM을 시작으로 로젝트에 합하게 
변형되어 만들어진 성숙도 모형으로, 다섯 단계의 성숙도 
단계와 로젝트 리 지식분야를 결합한 모형이다[22]. 

<Table 1>과 같이 PMMM은 기 로세스(initial proc-
ess), 구조화된 로세스와 표 (structured process and 
standards), 조직 표   제도  차(organizational stand-
ards and institutional process), 리 로세스(managed proc-
ess), 최 화 로세스(optimizing process)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기 로세스단계는 조직에서 로젝트 리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기  용어를 이해하는 수 이며, 구조화 
단계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로젝트 리 로세스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방법론을 용하는 단계이다. 구조화된 
로세스와 표  단계는 조직의 여러 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들을 통합하고 단일하여 표 화된 로세스

를 만들어 시 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리 

로세스 단계는 로젝트 리 로세스별 성과를 측정

하고 리하기 해 벤치마킹하는 수 을 말한다. 마지
막으로 최 화 로세스 단계는 조직에 용된 로젝트

리 체계의 지속 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수 을 말한다

[10]. 각 단계는 분리되어 하나가 완성되어야 다음 단계
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서로 첩되어 실행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9, 21].

로젝트 리 성숙도 모형에 한 실증연구로는 건설, 
IT 산업에 집 되어 있는데, Spalek은 기계, 건설, IT 분야 
로젝트 리 수  비교 연구를 하 으며, 국내의 선행 
실증연구로는 SI 분야에서 PMMM을 활용한 로젝트 성
숙도 연구가 있다[24, 33]. 

2.3 프로젝트 성과

통 으로 로젝트 성과 측정은 일정, 비용, 품질의 
3요소를 바탕으로 하며, 로젝트가 속한 산업이나 로

젝트의 유형에 따라 추가 변수를 사용하여 성과를 다양

하게 정의하고 측정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 시스템

의 특성, 이슈 리, 요구사항, 최종사용자 컴퓨 , 사용자 
참여, 품질, 서비스 신뢰성의 7가지 요인이 있다[27]. 같
은 산업 분야를 연구한 다른 연구자는 비용, 일정, 품질, 
효율성 변수를 포함한 로세스, 시스템의 품질, 고객만
족과 사업성공 변수를 포함한 이익의 세 가지 기 을 바

탕으로 성과를 측정하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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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로젝트의 산출물과 조직, 심리  성과는 기술 요인,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 는지, 과업요인, 경 자의 지원

이 있었는지, 조직요인, 원이 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에 따라 달라진다[1]. 로젝트 성과는 일반 으로 로

젝트 리성과와 산출물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4]. 는 비용, 일정목표를 수하 는지에 과정성과와 

산출물의 신뢰성, 유연성, 시스템, 유지보수성, 수용성, 
만족도의 제품성과로 측정되기도 한다[1, 36]. 목표달성
과 만족 정도를 이용하여 로젝트의 종합 인 성공, 사
용자 요구사항 충족, 로젝트 목표 달성, 고객 만족, 공
자 만족,  만족, 이해 계자 만족 등의 10가지 로
젝트 성과를 이용하여 측정되기도 한다[28]. 이 외 일정, 
비용, 품질 달성의 통 인 로젝트 성과 기 과 추가

로 고객  스폰서의 만족도, 로젝트 목  달성의 총 5
가지 성과기 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32].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R&D 로젝트 성과 측정 기

을 범 리, 일정 리, 산 리, 로젝트 계획 비 

운 에 한 리성과, 발주기  평가와 본인 평가를 포

함한 결과성과로 정의한다[8]. 지방자치단체 발주담당자
가 진행하는 로젝트의 성과 지표로 PMBOK에서 제시
하는 로젝트 10개 지식 역에 해 리를 잘 하 는

지에 리성과와 요구사항을 반 하고 안에 해 활용

을 잘 하고 있는지, 학습효과가 있는지, 재 발주 여부 등
으로 완료성과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가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로젝트 성과를 

리성과와 완료성과로 하 요인을 두어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역SW진흥기 에서 지역SW사업을 수행
하는 리자를 상으로 로젝트 리자의 역량을 독립

변수로, 로젝트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변수 간의 

향 계를 확인하고, 로젝트 리 성숙도 수 의 조 효

과를 실증하는 데 목 을 두고 <Figure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3.2 가설설정

3.2.1 프로젝트 관리자 역량과 성과와의 관계 

로젝트 리자의 지 능력, 리능력, 감성능력은 
로젝트 성과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

에서 밝히고 있다[28, 29]. 호주, 국, 그리고 미국의 
로젝트를 수행한 담당자 552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로젝트 리자 역량이 로젝트 성과에 필수 역량

임을 밝혔다[10]. 
국내에서도, SI 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로젝트 

리자 역량과 성과 간의 유의한 향이 있음을 밝 졌

다[20]. 공공기 의 경우도 로젝트 발주담당자의 개인

역량과 로젝트 성과 간의 향 계를 밝혔는데, 특히 
그 에 기술역량(개인역량), 리역량과 의사소통역량

(  역량)이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34]. 한 공공기 에서 R&D 인력의 역량모델인 
공통역량, 리더십 역량, 그리고 직무역량이 로젝트 성
과에 정  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8].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로젝트 리자의 역량은 로젝트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로젝트 리자의 기술  역량은 로젝트 

리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로젝트 리자의 행  역량은 로젝트 

리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로젝트 리자의 상황  역량은 로젝트 

리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4: 로젝트 리자의 기술  역량은 로젝트 완

료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5: 로젝트 리자의 행  역량은 로젝트 완

료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6: 로젝트 리자의 상황  역량은 로젝트 완

료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프로젝트관리 성숙도의 조절효과 

로젝트 리 성숙도는 조직에서 로젝트를 수행하

는 데 있어 업무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수 이 되는지

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소 트웨어 개발업체의 업무능력 

 조직 성숙도를 평가하는 모델인 CMM을 이용하여 
Herbsleb과 Goldenson은 로세스 성숙도가 높은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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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일정, 산, 품질 수 을 맞출 뿐 아니라 만족

도와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로젝트 성과에 정  

향이 있음을 밝혔다[15]. 
로벌 기업인 PwC는 300여 개 국가의 200여 개 조직을 

상으로 하여 로젝트 리 성숙도와 로젝트 성과 간의 

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 다. 국내에서는 PMMM을 
활용하여 IT산업의 로젝트 리 담당자들을 상으로 

로젝트 리 성숙도가 로젝트 성과에 정  향이 있음

을 밝혔다[24]. 한 PMBOK® Guide의 지식체계와 PMMM
을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통합 리, 일정 리, 품질
리, 의사소통 리 분야의 성숙도가 좋을수록 로젝트 성과

가 좋게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13, 23]. 
로젝트 리 성숙도와 성과 간의 실증연구를 바탕으

로 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국내 지역SW진흥기 의 로

젝트 리 성숙도 수 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수 에 따

른 로젝트 리자의 역량과 로젝트 성과의 향 계

가 달라질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로젝트 리자의 역량과 종속변수

인 로젝트 성과 간의 계에 로젝트 리 성숙도 수 을 

조 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로젝트 리자의 역량이 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향은 로젝트 리 성숙도에 따라 조 효과가 있

을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데이터 수집과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단표본 추출법으로 국의 지역SW진흥
기 에서 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자를 상으로 2016
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 해당 기 에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200개 회신을 받았으며, 
부 한 응답 데이터 49개를 제외한 151개를 유효표본
으로 분석에 활용하 다.

151개의 유효 표본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109명(72.2%), 42명
(27.8%)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 는 20 는 24명
(15.9%), 30 는 69명(45.7%), 40 는 51명(33.8%), 50  

이상은 7명(4.6%)로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의 직 은 사원

(주임연구원)이 45명(29.8%), 리( 임연구원)가 28명
(18.5%), 과장(선임연구원)이 39명(25.8%), 차장(책임연구
원)이 25명(16.6%), 부장(수석연구원)이 14명(9.3%)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가 로젝트를 수행한 경험 횟수는 2~5회가 
39.1%, 6~10회가 21.2%로 과반 수 이상 차지하 으며, 응답

자의 66.2%가 로젝트 련 교육을 체계 으로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다.

Frequency %

Gender 
Male 109 72.2

Female 42 27.8

Age 

20s 24 15.9
30s 69 45.7
40s 51 33.8

Over 50s 7 4.6

Job 

Staff 45 29.8
Assistant Manager 28 18.5

Manager 39 25.8
Deputy General Manager 25 16.6
Over General Manager 14 9.3

Number of 
Projects

1 18 11.9
2~5 59 39.1

6~10 32 21.2
11~15 16 10.6

Over 16 26 17.2
Project-related 

Training
Yes 51 33.8
No 100 66.2

Total 151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2 척도

본 연구에서 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해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첫째, 독립변수인 로젝트 리자의 역량은 ICB 4.0의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 다[2, 16]. 
로젝트 리자의 역량은 기술  역량, 행  역량, 상황
 역량의 세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 기술  역량

은 로젝트 리 지식  로세스 등의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기본 인 역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
인 사업 리, 문제해결, 조직구조, 비용과 재원, 통제  
보고에 한 역량을 5  리커트 척도로 정하 다. 행  

역량은 로젝트 리자의 태도와 스킬을 포함한 개인역량

을 의미하며, 리더십, 약속과 동기, 의, 상, 가치존 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상황  역량은 로젝트 

조직에서 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인 조직과의 계를 리할 수 있는 리자의 역량으로 

다양한 사업방향, 지속 인 조직에 해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로젝트 리자의 역량의 
신뢰도 분석 결과, 기술  역량의 Cronbach’s α는 .803로 
행  역량의 Cronbach’s α는 .844로 나타났으며, 상황  

역량의 Cronbach’s α는 .72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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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Factor Loading C.R. AVE
Construct 
reliability

Cronbach α

Technical
Competence

Technical Competence 1 .629** 6.591

.622 .891 .803
Technical Competence 2 .688** 7.092
Technical Competence 3 .640** 6.688
Technical Competence 4 .778** 7.793
Technical Competence 5 .651** -

Behavioral
Competence

Behavioral Competence 1 .634** 7.265

.685 .915 .844
Behavioral Competence 2 .806** 9.117
Behavioral Competence 3 .709** 8.080
Behavioral Competence 4 .792** 8.965
Behavioral Competence 5 .701** -

Contextual
Competence

Contextual Competence 1 .720** 8.928
.714 .833 .724

Contextual Competence 2 .794** -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1 .785** 10.250
.761 .905 .823Management Performance 2 .764** 9.912

Management Performance 3 .792** -
Completion
Performance

Completion Performance 1 .875** 12.299
.850 .919 .846

Completion Performance 2 .840** -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ote: **p < .01.

둘째, 종속변수인 로젝트 리 성과는 리성과와 완

료성과로 구성하 다. 리성과는 PMBOK의 지식체계
를 바탕으로 통합 리성과, 산 리성과, 인 자원 리

성과의 달성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완료성
과는 로젝트 성과 항목을 바탕으로 지역SW진흥기
의 성과를 측정하 다. 사업에 한 개인평가, 이해 계

자 만족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33]. 본 연구
에서 나타난 로젝트 성과의 신뢰도 분석 결과, 리성

과의 Cronbach’s α는 .823로 행  역량의 Cronbach’s α
는 .846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 변수인 로젝트 리 성숙도는 로젝트

리 성숙도를 정의한 PMMM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통합
리, 범 리, 일정 리, 비용 리, 품질 리, 자원 리, 
의사소통 리, 리스크 리, 조달 리, 이해 계자 리에 

해 측정을 하고 이를 평균하여 로젝트 리 성숙도의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10]. 

5. 분석 결과

5.1 주요 변수의 정규성과 상관분석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측정치들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에 변수의 정규분포성 검증을 하 다. 왜
도값은 .02~.34 사이, 첨도값은 -.56~-.23 사이로 모수 추
정에 있어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는 

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의 상 계를 <Table 2>에 제시

하 다. 모든 측정변수는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5

1.Technical Competence 1
2.Behavioral Competence .835** 1
3.Contextual Competence .834** .908** 1
4.Management Performance .514** .699** .718** 1
5.Completion Performance .503** .571** .654** .930** 1

Note: **p < .01.

5.2 측정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에 한 추정 가능성과 합도를 검증하기 

해 최 우도 측정 차에 의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확인된 측정모형의 합도는 =119.405(df =109, p = 

.233), RMR=.021, GFI=.918, AGFI=.884, CFI=.992, NFI =
.915로 수용할 만한 수 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과 같
이 확인  요인분석을 한 결과,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629~.875로 나타났으며, AVE 값이 .6 이상, 개념신뢰도 
값이 .8 이상으로 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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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B S.E C.R. p

H1-1: Technical competence → Management performance -1.672 1.065 -1.571 .116
H1-2: Behavioral competence → Management performance -2.223 1.583 -1.404 .160
H1-3: Contextual competence → Management performance 4.435 1.996 2.222 .026**

H1-4: Technical competence → Completion performance -1.757 1.452 -1.210 .226
H1-5: Behavioral competence → Completion performance -3.749 2.895 -1.295 .195
H1-6: Contextual competence → Completion performance 6.105 3.605 1.693 .090*

<Table 4>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Note: *p <  .1, **p < .05.

Hypothesis
High level Low level

B S.E C.R. p B S.E C.R. p

H1-1: Technical competence → Management performance -.292 1.067 -.273 .785 -3.321 4.861 -.683 .495
H1-2: Behavioral competence → Management performance -.246 1.465 -.168 .867 2.803 20.305 .138 .890
H1-3: Contextual competence → Management performance -2.806 2.251 -1.247 .213 -3.180 11.925 -.267 .790
H1-4: Technical competence → Completion performance -4.029 3.434 -1.173 .241 8.750 37.93 .231 .818
H1-5: Behavioral competence → Completion performance 4.083 2.712 1.506 .132 8.298 18.745 .443 .658
H1-6: Contextual competence → Completion performance 5.613 4.123 1.361 .173 -13.690 69.944 -.196 .845

<Table 5> Multi-group SEM Analysis between High and Low Level of PMM

5.3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는 로젝트 리자의 기술  역량, 행  역

량, 상황  역량의 3개 요인과 로젝트 성과의 하 요

인인 리성과와 완료성과에 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

석하 다.
분석결과,  = 122.399(df = 110, p = .197), RMR = .021, 

GFI = .916, AGFI = .883, CFI = .990, NFI = .913으로 수용
할 만한 수 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와 같이 로젝트 리자의 상황  역량만

이 리성과(β= 4.117, p <.05)와 완료성과(β= 5.492, p < 
.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

젝트 리자의 기술  역량과 행  역량은 리성과와 

완료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1-3과 가설 1-6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1-1, 1-2, 1-4, 1-5는 기각되었다.

5.4 프로젝트 성숙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로젝트 리자 역량과 로젝트 성과 계에 있어

서 로젝트 성숙도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다 집

단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로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 306.960 (p <

.000), RMR = .031, GFI = .824, CFI = .907, IFI = .912, TLI 
= .884, RMSEA = .052로 합도 지수가 모두 수용할 만

한 수 으로 형태동일성 모형의 합도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 다. 
두 번째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다. 기 모형은 

 = 306.960, RMR = .031, GFI = .824, CFI = .907, IFI =
.912, TLI = .884, 요인부하량 제약모델은  = 319.971, 
RMR = .037, GFI = .817, CFI = .906, IFI = .910, TLI =
.889로 모형의 합도수 이 수용할 만 하 다. 한 기

모형( = 306.960, df = 218)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
( = 319.971, df = 230)의  차이는 13.011, d.f.의 차이
는 12로 p <.05 수 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측정 동

일성이 충족된다고 단한다. 
세 번째로 잠재변수 간 경로에서 로젝트 성숙도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구조 동일성을 

실시하 다. 로젝트 성숙도 차이 검증을 하여 연구

모형을 로젝트 성숙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고, 집단 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기 모형과 

주요 경로에 한 추가 인 제약을 통해 로젝트 성숙

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

형을 설정하여  차이를 검정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 모형의 경우  = 297.772, 

df = 220, p = .000, TLI = .898, IFI = .922, CFI = .917, RMSEA
= .049를 나타내며, 제약모형의 경우  = 337.554, df = 244, 

p = .000, TLI = .889, IFI = .903, CFI = .901, RMSEA = .051
로 나타나 기 모형이 제약모형에 비해 모형의 합도가 

상 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 모형과 제약모

형 간  값의 차이는 39.782, 자유도의 차이는 24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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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에서 유의미하다. 따라서 구조동일성 가정은 기각하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젝트 리 성숙도 수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에 따라 구성개념들의 경로계수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를 검증하기 하여 다 집단 구조방정식을 실시하 다. 
다 집단분석에 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
다. 로젝트 리 성숙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별로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로젝트 리자
의 역량이 로젝트 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젝트 리자의 역량이 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향은 로젝트 리 성숙도에 따라 조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융합생태계

를 구축하기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

업진흥원을 심으로 정책지원사업을 수행을 담당하는 

지역SW진흥기 의 로젝트 리자를 상으로 로젝

트 리자의 역량과 로젝트 성과와의 향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 공공기 의 로젝트 리 성숙도 수

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 어 조 효과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를 심으로 다
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공공기 의 로젝트 리자의 역량이 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로젝트 리자의 

상황  역량은 로젝트 리성과와 완료성과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로젝트 리자

의 기술  역량과 행  역량은 로젝트 리성과와 

완료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젝트 리자가 로젝트 조직에서 로젝트를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사업 리 로세스와 방법

에 한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조직 는 타 로젝트, 
로그램, 포트폴리오와의 략  연계를 고려하여 계를 
리할 수 있는 상황  역량을 갖추면 통합 리, 산

리, 인 자원 리의 로젝트 리성과를 창출하고, 사
업평가  이해 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도출하는 로젝트 완료성과를 내는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로젝트 리자의 기술  역량과 행  역량

은 로젝트 성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상인 공공기  

로젝트 리자의 특징으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설문의 상자의 근무연수가 4년 이하가 51.7%로 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젝트 리 문 자격증 보유 

여부의 응답자  96.0%가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하 다. 
로젝트 련 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체의 66.2%
에 해당된다. 로젝트 리 지식과 련된 기술  역량

과 로젝트 리자의 태도  스킬을 포함하는 행  

역량에 있어 설문의 상인 공공 SW 분야 로젝트를 

수행하고 리하는 기 의 담당자의 근무연수가 낮고 

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로젝트 성과와의 향 계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공공기 에서 로젝트를 

수행하는 로젝트 리자를 로젝트 리 지식, 태도, 
스킬을 갖춘 문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향후, 공공기 은 로젝트 리자를 상으로 로

젝트 지식 련 체계  교육이나 훈련, 리더십과 기 
리 등과 련된 소 트 스킬 능력을 높여 기술  역량과 

행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기 도 앞

으로 민간기업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로젝트 리 

지식 체계(PMBOK, PRINCE2)를 도입하여 법령이나 규
정 등에 나타난 방법론 외에 국제 으로 표 화된 방법

론을 극 으로 습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로젝트 리 성숙도에 따라 로젝트 리자의 

역량이 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향의 조 효과를 검증

한 결과, 지역 SW진흥기 의 로젝트 리 성숙도가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조 효과가 없는 것을 악

하 다. 측정동일성과 구조동일성 검증을 통해 로젝트
리 성숙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악되었지만, 두 집단으로 나 어 로젝트 

리자의 역량과 로젝트 성과 간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로젝트 성숙도가 높은 조직과 낮은 조직 모두 

로젝트 리자의 역량은 로젝트 성과에 통계 으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젝트 리 성

숙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향력의 차이는 없다

는 것을 악할 수 있다. 
로젝트를 수행하고 리하는 기 의 성숙도를 2단

계로 나 어 특징을 살펴보면, 조직이 로젝트 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체계 인 지식, 용어, 로세스를 이

해하고 조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낮은 성숙도 단

계로 보며, 조직의 여러 부문에서 방법론, 로세스, 문
서의 표 화와 통합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조
직의 로젝트 성과 측정이 가능한 정도를 높은 성숙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응답자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의 응답자가 속한 기 의 성숙도 수 의 차

이가 없다는 을 유추해볼 수 있다. 
공공기 의 개인역량과 조직역량은 표 화되어 있지 

않고, 법과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리를 수행하기에 

로젝트 리자는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에 따라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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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다르며, 한 표 화되지 않은 공공기 의 사업

리 방식으로 기 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로젝트 리자의 역량은 로젝트 

성과에 정  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나, 조직의 
로젝트 리 성숙도의 차이는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로젝트 리자의 역량과 조직의 로젝트 리 

역량을 함께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체계
인 역량 개발로 공공기 의 로젝트 리 성숙도 수

을 높여 경쟁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학문 , 실무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

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개인역량과 조직역량을 함께 

다루었다는 과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 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는 로젝트를 수행하는 리자를 상으로 

실증연구를 하 다는 에서 학문  의의를 가진다. 
한 리자의 역량을 국제 인 로젝트 기 과 컨설 그

룹에서 개발하고 활용되고 있는 ICB 4.0과 PMMM을 기
반으로 설문하 다는 에서 실증 연구의 신뢰성을 높

다는 학문  의의가 있다. 
이미 다수의 민간기업에서 로벌 표 에 맞춘 로

젝트 리 방식을 도입하고 운 하고 있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맞추어, 공공기 에서 

로젝트 리자의 개인역량을 향상하고 공공기 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기 해 체계화된 로젝트 리 

로세스를 갖춰 조직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

량과 성과와의 계를 밝히고 기 의 로젝트 리 성

숙도 수 과 향 계에 미치는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뒷받침하 음에 본 연구의 실무  의의가 있다. 
학문  기반을 바탕으로 체계 인 로젝트 리 교육

과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실무 으로 공공기 의 로

젝트 리자 개인역량은 향상되고, 이와 함께 조직의 
로젝트 리 성숙도가 함께 조직역량 한 높아질 것으로 

단된다. 
향후 본 연구를 기 로 과학기술, 문화산업 등 다른 

산업에서 공공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각 개별 기

을 분석하여 산업을 확장하여 후속연구를 한다면, 공공
기 의 역량 향상을 한 방안 마련과 성과 향상을 해 

정책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해외 

공공기 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장 과 

부족한 을 악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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