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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complex and large projects to be carried out quickly. As the duration, size, and cost of the 
project increase, concerns about project failure are also rising. Finding factors that hinder the performance of an effective project 
and eliminating them in advance or controlling and managing them more effectively can be a more direct way to secure the 
success of the project.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compositional dimension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attributes, covering 
the various obstacles that affect the success of the project through existing literature. It is a follow-up to previous research. 
Using DEMATEL techniques, we would like to propose to explore the appropriate measures that an entity and organization 
can take by identifying the causality between factors through cross-impact analysis of project disabilities and even presenting 
factors that may arise when they are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indicators to evaluate the importance, 
8 factor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important factors, excluding the factors that Failure of project feasibility analysis and Technical 
environment change. In addition, 5 factors were found to be causative factors; Technical environment change, Unclarity project 
plan, Strategic consistency error, Inaccuracy of requirement definition, and Failure of project feasibility analysis. In contrast, 
the remaining 5 factors were found to be the result factors; Lack of benefits realization, Negative attitude of top management, 
Stakeholder conflict, Difficulty of process management, and Disturbance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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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건설 등 그린경  

 지속가능성에 한 사회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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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고 형화된 로젝트들이 보다 신속하게 수행되어

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의 로젝트 규모  수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로젝트 

병행 수행으로 리가 복잡해지고 성공의 불확실성도 높

아졌다[6].
로젝트의 기간과 규모, 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로젝트 실패에 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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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Barriers Factor naming

Lack of long-term support for the project
Difficulty 
of process 

management

Management of immature or unsystematic processes
Frequent adjustments and changes to functions and roles

Lack of regular evaluation and audit
Inaccurate economic analysis

Failure of 
project 

feasibility 
analysis

Inappropriate business case
Lack of awareness of project goals within the organization

Lack of a contingency plan
Lack of understanding of risk

High implementation cost
Lack of 
benefits 

realization

Low benefit compared to implementation cost
In addition to the planned project cost

Uncertainty about financial benefits
Unclear business scope

Unclarity 
project plan

Project goals that are not clear
Project planning that is not clear

Budget plan not clear
Lack of long-term strategic plan

Strategic 
consistency 

error

Organization’s wrong mission and vision
Lack of consistency in project execution

Flaws in the plan
Difficulty in coordinating positions among stakeholders

Stakeholder 
conflict

Lack of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Different goals among stakeholders

Weak will of the client
Incorrect initial definition of project requirements

Inaccuracy of 
requirement 
definition

Inconsistency between requirements and design (plan)
Unclear requirements

Changes in requirements for project deliverables
Lack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project participants

Disturbance of 
communication

Lack of collaboration among project participants
Ineffective communication

Information that is not transparent
Concern about technology development may be halted Technical 

environment 
change

Difficulty solving technical problems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Lack of support from top management Negative attitude
of top 

managementNegative attitude of top management

<Table 1> Project Barriers Summarized in the Primary Study

이에 따라 성공 인 로젝트를 해 산재해 있는 여러 

험요인을 식별하고 사 에 제거 는 효과 으로 통제

하고자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더욱 복잡해지고 형화 되어가는 로젝트의 특성상 

로젝트 규모에 따른 성공률의 차이가 극심하며, 여
히 많은 로젝트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5], 로젝

트 리는 여 히 과제로 남아있다.
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한 노력으로 각 분야

에서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을 찾기 한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로젝트의 규모, 
로젝트의 특성, 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성공을 바라

보는 기 이 상이하며 무엇보다 련 연구들에 근거한 

성공요인을 좇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효과 인 로젝트의 수행을 해하는 

요인들을 찾아 사 에 제거하거나 보다 효율 으로 통

제· 리하는 것이 로젝트의 성공을 확보하는 보다 더 
직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로젝트 수행의 성
공요인뿐 아니라 로젝트의 수행을 해하는 장애요인

들에 한 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2].
이에 이  1차 연구에서 기존 문헌들을 통해 로젝트

의 성공에 향을 미치는 여러 장애요인을 총망라하여 

속성에 따라 분류되는 구성차원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바
탕으로 로젝트 장애요인에 한 상호 간 향 계 분

석을 통해 요인 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고, 원인에 해당하
는 요인이 식별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한 

요인까지 제시해 으로써 기업  조직이 취할 수 있는 

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프로젝트 장애요인

어느 로젝트나 그 구 에 있어 많은 장애요인을 다

양하게 경험해왔다. 이에 해결책으로 로젝트를 모니터
링하고 통제하며 평가함으로써 로젝트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바라보았다[4]. 
요한 로젝트 장애요인은 로젝트 구 에 치명 인 

극복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에서 장애요인

은 구조  장애요인, 사고 장애요인, 정보/통신 장애요인, 
신뢰 장애요인, 격리,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포함된다[20]. 그러나 철의 삼각형으로 표되는 시간, 비용 
 품질 목표에 의한 로젝트 성공의 측정은 환경 , 사회
, 경제  향을 함께 보는 지속가능성에 한 평가가 

없다는 지 을 받고 있기도 하다[21]. 이러한 통  의 

성공 기 인 로젝트의 시간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로젝트의 구 에서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

다고 보는 도 있다[17]. 
로젝트 장애요인을 총망라 하고자 한 이 의 1차 연

구에서는 2010년  련 연구에서 언 된 로젝트 장애

요인을 탐색하여 수합된 640여 개 장애요인에 해 단어
의 일치성, 내용의 복성, 의미의 첩성 정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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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떨어지는 요인을 삭제하 다.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지나치게 한정된 지엽 인 요인들 역시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 2차 으로 장애요인을 정리하 다. 그 결과 
640여 개가 270여 개의 요인으로 재정리되었고, 보다 압
축된 장애요인 목록을 만들기 하여 주요 키워드별로 

임의 으로 카테고리를 나 어 앞서의 과정을 반복, 135
개의 장애요인을 추출하 다. 이 과정에서 주 인 

단을 최 한 배제하기 하여 키워드를 심으로 장애요

인을 설명하는 특정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기 으로 

복되는 요인들을 삭제하 다. 한 해당 연구와의 련

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내용과 방향에 있어 

련성이 낮은 논문들은 제외하 다. 로젝트 수행 과정

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이라 할지라도 특정 국가의 로

젝트 사례를 심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고유의 정치

·문화  상황과 조건이 개입되어 있어 장애요인이 지

나치게 한정 인 의미로 쓰인 경우 등을 고려하 다. 이
와 같은 요인들을 삭제하여 보다 포 이고 일반 인 

로젝트 장애요인을 취합하고자 하 다[12].

2.2 DEMATEL 기법

본 연구에서 로젝트 장애요인 상호 간의 향 계를 

분석하기 해 실시한 DEMATEL(DEcision MAking Trial 
Evaluation Laboratory) 기법은 Battelle Memorial Institute의 
제네바 연구 센터(Geneva Research Center)에서 개발한 수
학  차에 의한 기법으로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다루기 

해 고안되었다[9]. 서로 복잡하게 연 성을 가지는 구성

요소들의 구조에 해 효과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방법

으로,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

들의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하여 련 문가 집단의 의견

을 수렴하고 이를 분석하여 해당 문제의 체 구조를 악

하기 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DEMATEL 기법 활용 시 설문조사의 형식을 

차용하지만 일반 인 설문조사의 응답 방식과는 다르게 

1:1의 비교조사 형식을 통해 응답자의 직감 인 단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주제  문제와 한 련

이 있거나 어느 정도 그에 맞는 문  지식이 있는 자

를 응답 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분석은 총 6개의 단계
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10].
첫 번째 단계는 직 인과행렬을 구축하여 일반화

(Generalization) 하는 단계이다. 응답자들에게 항목들 간 
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 간의 향 

정도에 따라 0 ( 향력 없음)부터 4 (매우 높은 향

력)까지의 N×N 기 직 인과행렬을 작성한다. 는 요

소 가 요소 에 향을 주는 정도를 표 한 것으로 이

를 원시자료 행렬이라고 하며, 식 (2)를 이용하여 평균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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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가 명이 평가한 값을 산술평균한 직 인과

행렬이고, 는 번째 문가에 의해 평가된 원시자료 

행렬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직 인과행렬의 규 화(Normalization) 

단계이다. 정규화라고 표 하기도 하며, 행렬 에서 행
의 합의 최댓값과 열의 합의 최댓값으로 나  값 에 

더 작은 값을 선택한 후 그 값으로 곱하여 규 화된 행

렬 을 구하는 단계이다. 이는 수식 (3)과 (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는 행렬 의 번째 행의 번째 열에 

해당하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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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 번째 단계는 종합인과행렬(Total-Relation Matrix)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종합인과행렬을 라고 했을 때, 단
행렬에서  행렬을 뺀 값에 한 역행렬이며 수식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단 행렬(Identify matrix)
을 의미한다.

   ⋯               (5)

네 번째 단계는 평가지표를 산정  분석하는 단계이

다. 향을 주는 요소들과 향을 받는 요소들을 분리하

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행렬의 행과 열의 합이 이 단계
에서 계산된다. 
종합인과행렬 의 행(Row)의 합()은 향도로서 요

소 체에 하여 각 요소가 차지하는 원인의 정도를 의

미한다. 열(Column)의 합()은 피 향도로서 요소 체

가 모여서 해당 요소를 야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때 
종합강도는 로 표기되며 심도라고 표 하기도 

한다. 이는 원인과 결과의 여부와 계없이 문제 체에 
한 해당 문제 의 요도를 의미한다. 원인도()
는 그 문제 이 체 문제 들 에서 원인이 되는지 혹

은 결과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이면 

원인요소의 성격이 강한 항목이고,  ≺ 이면 결과

요소의 성격이 강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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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단계는 인과 계도를 도출하기 한 기 값

(threshold value, )을 선정해야 한다. 기 값은   행렬 요소
들의 평균에 의하여 구할 수 있고, 수식은 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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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앞서 구한 기 값을 이용하여   행렬에 
용한 후 인과 계도(Cause-effect Diagram)를 도식화 하는 
단계이다. 이 인과 계도란 유향 그래 를 통해 표 할 수 

있다. 행렬 에서 기 값보다 큰 값만을 선택하여 유향 

그래  상에 나타내게 된다. 유향 그래 는 각각의 요인에 

해 종합강도() 데이터를 수평축으로 하고 원인도
() 데이터를 수직축으로 하여 도식화 한다.

3. 연구 방법

3.1 조사 대상의 선정 및 자료 수집

이 의 1차 연구에서 문헌조사와 문가 조사, 설문조
사의 과정을 통해 분석·처리하여 명명된 10개 요인을 바
탕으로 각 요인 간 향 계를 분석하고자 실시한 

DEMATEL 기법은 문가 조사의 성격을 유지하고자 이
 연구의 1차 문가 조사 시 패 로 선정되었던 문

가 다수를 포함하여 응답 상자를 선정하 다. 이에 따
라 로젝트 수행  로젝트 리 경험이 7년 이상인 
로젝트 리 문가 21명에게 조사를 실시하 다.
DEMATEL 기법을 통해 인과구조를 악할 수 있는 자료

를 수집하기 한 설문은 각 항목(요인)별로 다른 항목(요인) 
간 향의 정도를 0 부터 4 까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한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8일 간 로젝트 리 실무 경험이 있는 

련 문가 21명을 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21부를 
모두 회수하 다. 

3.2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

DEMATEL 기법을 통한 자료의 처리  분석은 Microsoft
사의 엑셀 로그램을 통해 분석 단계에 따른 수식을 처

리하고, 유향 그래 의 도식화 등에 활용하 다. 

Items Items

A Difficulty of 
process management F Stakeholder conflict

B Failure of project feasibility 
analysis G Inaccuracy of requirement 

definition

C Lack of 
benefits realization H Disturbance of 

communication

D Unclarity project plan I Technical environment 
change

E Strategic consistency error J Negative attitude of 
top management

<Table 2> Items for Project Barriers for DEMATEL Analysis 

이  1차 연구에서 도출되었던 장애요인 10개에 하
여 <Table 2>와 같이 A부터 J까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최종 으로 DEMATEL 분석을 한 평가 항목으로써 활
용하 다.

4. 분석 결과

4.1 프로젝트 장애요인 인과구조화

4.1.1 데이터 표준화

DEMATEL 기법을 통해 로젝트 장애요인들의 상호 
향 계를 악하기 해 행렬조사표를 작성하고 조사를 

실시하 다. 해당 항목이 다른 항목에 어느 정도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형식을 통해 인과행렬을 

작성하는데, 행(row) 쪽에는 원인, 열(column) 쪽에는 결과
를 나타내는 정방형의 비 칭 행렬로 나타난다.

Contents Frequency %

Gender
Male 18 85.7%

Female 3 14.3%

Age group
30s 10 47.6%
40s 5 23.8%
50s 6 28.6%

Industry

Construction·Plant·Engineering 6 28.6%
Manufacturing·Defense Industry 5 23.8%

Public administration 5 23.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4 19%

Pharmaceutical·Bio 1 4.8%

Rank

Section Chief 5 23.8%
Chief 6 28.6%

Director 7 33.3%
Executive or higher 3 14.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or 

DEMAT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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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TEL 기법을 활용한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직 인

과행렬을 작성하여 일반화(generalization) 하는 과정이다. 
자료는 ×  행렬 형태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각 항목별
로 평균을 구하여 직 인과행렬을 일반화 하 다. 그 결과는 
A가 B에 미치는 향에 해 21명의 응답자가 단한 평균
값을 각각 용해 행렬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1명 
 요인 간의 향 계가 없다고 단한 경우(0으로 응답한 
경우) 해당 요인 간의 향 계는 없는 것으로 기입하 다. 
로젝트 장애요인 간 상  향 계에 한 응답값을 

일반화한 직 인과행렬은 <Table 4>와 같다.

Result
Cause

A B C D E F G H I J

A 0 1.524 2.905 2.143 2.619 2.952 2.524 3.143 1.286 2.762
B 1.333 0 3.429 2.429 2.381 2.286 1.905 1.667 1.524 2.762
C 1.857 2.333 0 1.571 1.429 2.905 1.714 1.810 1.286 3.381
D 3.381 2.333 3.333 0 2.571 3.143 3.190 2.905 1.286 3.048
E 2.762 2.238 2.667 2.952 0 2.714 2.524 2.857 1.476 2.952
F 2.810 2.095 2.524 2.095 2.143 0 3.000 3.667 1.143 2.857
G 2.857 2.000 3.381 3.190 2.190 2.857 0 2.952 1.619 2.762
H 3.190 1.905 2.190 2.667 2.095 3.333 3.000 0 1.238 2.952
I 1.857 2.429 2.905 1.857 1.857 2.048 2.190 1.571 0 1.952
J 3.238 1.952 2.524 2.238 3.286 2.667 2.190 2.667 0.952 0

<Table 4> Direct-influenced Matrix Generalization

두 번째 단계는 일반화된 직 인과행렬의 정규화를 하

여 식 행의 합의 최 값, 열의 합의 최 값의 역수  작은 

값()을 찾아 해당값으로 곱하여 <Table 5>와 같은 정규화된 
행렬()을 도출하 다.

Result
Cause

A B C D E F G H I J

A 0 0.059 0.112 0.083 0.101 0.114 0.098 0.122 0.050 0.107
B 0.052 0 0.133 0.094 0.092 0.088 0.074 0.064 0.059 0.107
C 0.072 0.090 0 0.061 0.055 0.112 0.066 0.070 0.050 0.131
D 0.131 0.090 0.129 0 0.099 0.122 0.123 0.112 0.050 0.118
E 0.107 0.087 0.103 0.114 0 0.105 0.098 0.110 0.057 0.114
F 0.109 0.081 0.098 0.081 0.083 0 0.116 0.142 0.044 0.110
G 0.110 0.077 0.131 0.123 0.085 0.110 0 0.114 0.063 0.107
H 0.123 0.074 0.085 0.103 0.081 0.129 0.116 0 0.048 0.114
I 0.072 0.094 0.112 0.072 0.072 0.079 0.085 0.061 0 0.076
J 0.125 0.076 0.098 0.087 0.127 0.103 0.085 0.103 0.037 0

<Table 5> Direct-influenced Matrix Normalization

세 번째 단계는 종합인과행렬(Total-relation matrix)의 
산출이다. 종합인과행렬 는 사이클을 고려한 체의 

향을 의미한다. 즉, 직  인과와 간  인과를 고려

한 종합인과행렬 는   의 형태로 산출된

다. 여기서 는 규 화된 직 인과행렬이며, 는 단 행

렬을 의미한다. 종합인과행렬()은 <Table 6>과 같다.

Result
Cause

A B C D E F G H I J

A 0 0.059 0.112 0.083 0.101 0.114 0.098 0.122 0.050 0.107
B 0.052 0 0.133 0.094 0.092 0.088 0.074 0.064 0.059 0.107
C 0.072 0.090 0 0.061 0.055 0.112 0.066 0.070 0.050 0.131
D 0.131 0.090 0.129 0 0.099 0.122 0.123 0.112 0.050 0.118
E 0.107 0.087 0.103 0.114 0 0.105 0.098 0.110 0.057 0.114
F 0.109 0.081 0.098 0.081 0.083 0 0.116 0.142 0.044 0.110
G 0.110 0.077 0.131 0.123 0.085 0.110 0 0.114 0.063 0.107
H 0.123 0.074 0.085 0.103 0.081 0.129 0.116 0 0.048 0.114
I 0.072 0.094 0.112 0.072 0.072 0.079 0.085 0.061 0 0.076
J 0.125 0.076 0.098 0.087 0.127 0.103 0.085 0.103 0.037 0

<Table 6> Total-Relation Matrix

네 번째 단계는 평가지표의 분석과정이다. 종합인과행
렬()의 행(row)의 합()은 향도로서 각 로젝트 장
애요인이 원인으로써 갖는 인과 수를 모두 합한 것이

고, 열(column)의 합()은 피 향도로 각 로젝트 장애

요인이 결과로써 가지는 인과 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종합인과행렬()의 결과를 정리하여 향도(), 피 향

도(), 종합강도(), 원인도()을 종합한 결과 
값은 <Table 7>과 같다.

Items
(Factors)

D R D+R D-R

A Difficulty 
of process management 5.457 5.843 11.300 -0.387

B Failure of project feasibility 
analysis 4.910 4.679 9.589 0.231

C Lack of 
benefits realization 4.591 6.265 10.856 -1.674

D Unclarity project plan 6.205 5.262 11.467 0.944
E Strategic consistency error 5.755 5.162 10.916 0.593
F Stakeholder conflict 5.573 6.185 11.757 -0.612

G Inaccuracy of requirement 
definition 5.889 5.530 11.420 0.359

H Disturbance of 
communication 5.648 5.853 11.501 -0.205

I Technical environment 
change 4.644 3.023 7.667 1.621

J Negative attitude of top 
management 5.437 6.307 11.744 -0.869

<Table 7> Direct-influenced Matrix Normalization

마지막으로 DEMATEL 분석의 최종 결과물인 유향 그
래 를 작성하기 해 기  값을 설정한다. 기 값은 앞

서 설명하 듯이 종합인과행렬 체 항목의 산술평균값

이다. 로젝트 장애요인 종합인과행렬에서 도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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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이다. 최종 으로 유향 그래 상에 표시되

는 인과 계 항목은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
처리 된 항목들이다.

A B C D E F G H I J

A 0.508 0.460 0.641 0.532 0.539 0.639 0.568 0.618 0.308 0.643
B 0.505 0.365 0.605 0.494 0.486 0.563 0.498 0.516 0.290 0.589
C 0.493 0.423 0.455 0.440 0.430 0.551 0.464 0.493 0.266 0.576
D 0.693 0.542 0.730 0.518 0.599 0.719 0.655 0.679 0.344 0.727
E 0.632 0.506 0.664 0.583 0.472 0.660 0.594 0.636 0.329 0.679
F 0.617 0.487 0.641 0.541 0.533 0.548 0.594 0.645 0.309 0.658
G 0.647 0.508 0.700 0.601 0.560 0.679 0.517 0.651 0.340 0.687
H 0.636 0.486 0.639 0.565 0.539 0.670 0.601 0.528 0.316 0.668
I 0.495 0.431 0.563 0.453 0.446 0.528 0.483 0.487 0.223 0.535
J 0.618 0.472 0.628 0.534 0.559 0.628 0.556 0.601 0.296 0.545

<Table 8> Causality Items on a Directed Graph

향도()가 높은 항목은 로젝트의 성공을 해하는 
장애요인들에 있어 가장 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요 원인 
항목들의 효과 인 통제 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단된다.
피 향도()가 높은 항목은 로젝트 성공을 해하

는 장애요인에 있어 가장 요한 결과이다. 즉, 해당 장
애요인들은 로젝트의 성공을 해 궁극 으로 통제되

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종합강도()는 체 으로 가장 요한 항목을 의

미하는 평가 지표이다. 원인과 결과를 종합 으로 고려

했을 때 가장 요한 로젝트 장애요인인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장애요인들에 한 효과 인 

통제 방안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인도()는 원인 항목과 결과 항목을 평가하는 

지표로 양수(+)인 경우에는 원인요인  성격을, 음수(-)
인 경우에는 결과요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한 분석 이후 향 구조 그래

(Directed Graph)를 활용해 분석을 진행한다. 향 구조 

그래 는 유행 그래 라고도 하며, 종합 인 에서 

로젝트 장애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구조 으로 도식

화한 것이다. 종합강도()와 원인도()를 각각 
X축, Y축으로 하는 좌표계에 각 항목의 치를 표시한 
것이다. 항목들 간의 모든 인과 계가 향구조 그래

상에 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 값보다 큰 값(<Table 
8> 참조)만을 선택하여 그래 상에 나타냈기 때문이다.

4.1.2 종합 분석

(1 ) 영 향 도 ()와  피 영 향 도 () 분 석  결 과

향도()는 종합인과행렬(T)의 행(row)의 합으로 

로젝트 성공을 해하는 장애요인 체에 해 각 장애

요인이 차지하는 원인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향
도()에 한 분석 결과 로세스 리  통제 어려움
(A) 5.457,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B) 4.910,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4.591, 로젝트 계획의 불명

확성(D) 5.605, 략  일 성 오류(E) 5.755,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5.573,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 5.889, 
의사소통의 장애(H) 5.648, 기술  환경 변화(I) 4.644, 최
고경 층의 부정  태도(J) 5.437로 나타났다.

로젝트의 성공을 해하는 장애요인들  다른 요

인들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로젝트 계획

의 불명확성(D) 요인이 6.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이 5.889, 략  

일 성 오류(E)가 5.755 등은 비교  원인도가 높은 요인

들이라 할 수 있다. 수행해야 할 로젝트의 사업 범 , 
목표, 산 등과 련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는 에서 로젝트 계획의 불명

확성(D)이 가장 큰 원인도를 가지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로젝트의 결과

물이 정해지게 되는데 고객 요구사항에 한 기의 정

의가 잘못되었다거나 고객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요구사항과 설계  계획 간에 간극이 발생하게 되

고 결과 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반 되지 않

은 로젝트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다는 에서 요구사

항 정의의 부정확성(G) 요인 한 원인도가 높은 요인으
로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략  일 성 오류(E) 
요인 역시 조직의 장기 인 략 계획의 부재, 조직의 잘
못된 미션과 비 , 계획 자체의 결함 등으로 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일 성이 유지되지 않고 그에 따라 

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에서 다른 요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은 4.591로 비

교  원인도가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  편
익에 련한 문제의 경우 로젝트 기의 잘못된 계획 

혹은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기치 못한 이슈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 등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요인

이라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설문의 
평가 방식에 의해 다른 요인과의 비교에서 상 인 

향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수를 받았다고 해

서 해당 항목의 요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는 안 된다.
피 향도()은 종합인과행렬() 열(column)의 합으로

써 결과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다른 요인들로부터 향
을 받는 결과  성격이 큰 로젝트 장애요인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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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피 향도()에 한 분석 결과 로세스 
리  통제 어려움(A) 5.843,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

(B) 4.679,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6.265,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D) 5.262, 략  일 성 오류

(E) 5.162,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6.185, 요구사항 정
의의 부정확성(G) 5.530, 의사소통의 장애(H) 5.853 기술
 환경 변화(I) 3.023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 

6.307로 나타났다.
피 향도()가 높은 순서로 살펴보면,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 요인이 6.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인이 6.265,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인이 6.185로 그 뒤를 이었다. 평가
항목으로 사용된 로젝트 장애요인 모두 어떠한 이유에

서든 련 이슈가 발생했을 시 결과 으로 성공 인 

로젝트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조직 내부의 잡음을 야기

할 수도 있다는 에서 최고경 층이 부정  태도를 견

지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비용 과  편익

의 실  부족(C) 요인의 경우 역시 앞선 향도()에서 
낮은 수를 받은 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장애

요인들의 발생으로 인해 비용 인 문제를 래한다는 

에서 결과 인 성격이 강한 요인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

인다.

(2 ) 종 합 강 도 (D+R )와  원 인 도 (D-R )의  분 석  결 과

<Figure 1>은 종합강도와 원인도를 각각 X축, Y축으
로 하는 그래 상에 각 항목의 치를 표시한 것이다. 종
합강도는 원인과 결과의 여부와 계없이 각 항목 체

에 한 해당 요인의 요도를 의미하며, 원인도는 해당 
지연요인이 체 요인들 에서 원인이 되는지, 결과가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즉 0보다 크면 원인인자
의 성격이 강한 요인, 0보다 작으면 결과 인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Figure 1> Analysis Result of Prominence and Causative Items

분석 결과 종합강도()를 살펴보면, 로세스 

리  통제 어려움(A) 11.300,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

패(B) 9.589,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10.856,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D) 11.467, 략  일 성 오

류(E) 10.916,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11.757,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 11.420, 의사소통의 장애(H) 11.501, 
기술  환경 변화(I) 7.667,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 
11.744로 나타났다.
기술  환경 변화(I)와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B)

를 제외한 부분의 요인이 종합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이해 계자 간 갈등(F) 요인이 11.757로 제일 
높은 종합강도를 보 으며, 근사한 차이로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가 11.744로 그 뒤를 이었다. 로젝트 수

행 시 이해 계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와 

련한 이슈를 하게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 계자 간에 갈등이 지속 으로 발생할 경

우 궁극 으로 로젝트의 수행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로젝트 리 한 용이하지 않게 된다. 한, 
로젝트에 투입되는 물 ·인  자원에 한 조직 내·외부
의 지원, 지속 인 심 등 최고경 층이 로젝트를 바

라보는 시선도 요한 요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강도가 나타내는 지표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함

께 고려했을 때 나타난 종합 인 로젝트 장애요인이기

에 요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로
젝트의 성공을 해서는 한 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원인자에 한 분석 결과 로세스 리  

통제 어려움(A) -0.387,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B) 
0.231,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1.674, 로젝

트 계획의 불명확성(D) 0.944, 략  일 성 오류(E) 
0.593,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0.612,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 0.359, 의사소통의 장애(H) -0.205, 기술  

환경 변화(I) 1.621,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 -0.869
로 나타났다.

체 10개 항목 가운데 양(+)의 인과 수, 음(-)의 인
과 수로 도출된 항목이 모두 각 5개 항목으로 나타났
다. 원인도가 높게 평가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B),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D), 
략  일 성 오류(E),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 기
술  환경 변화(I) 요인이 있다. 이 가운데 기술  환경 

변화(I) 요인이 1.621로 가장 높은 원인도를 보 다. 로

젝트 수행 도  기술 개발이 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나 기술 인 문제 해결의 어려움 처하거나, 혹은 새
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등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충격과 향이 굉장히 크다는 에서 원인자의 성격을 

띠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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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D) 요인이 0.944로 두 번째로 
강한 원인도를 보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로젝트 수

행 이 에 로젝트와 련한 계획이 합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을 경우 많은 문제 을 야기한다는 에서 원인

자의 성격을 띠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음(-)의 인과 수로 결과 인 성격을 띠는 요인들은 

로세스 리  통제 어려움(A),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의사소통의 장애(H),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가 있다.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인의 경우 -1.674로 가장 낮은 원인도를 
보인다. 이는 로젝트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험
들, 그리고 그로 인한 잠재 인 변수,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에서 결과의 성격을 

띠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로젝트 장애요

인 모두 해당 험이 발생함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4.2 프로젝트 장애요인의 인과성 분석 결과

<Table 8>을 바탕으로 10개의 평가 항목( 로젝트 장
애요인)별 인과성을 유향 그래 화 하여 보다 세부 으

로 살펴보았다.

4.2.1 프로세스의 관리 및 통제 어려움(A) 요인의 영향 

관계

유향 그래 상의 인과 계 항목을 나타내는 <Table 
8>을 바탕으로 로세스의 리  통제 어려움(A) 요인
의 향 계를 유향 그래 화 하여 살펴보면 <Figure 
2>와 같다. <Table 9>는 <Table 8>의 내용  로세스
의 리  통제 어려움(A) 요인과의 비교 결과를 추린 
것이다. 음 처리 된 항목은 기 값   보다 큰 값

을 의미한다.
로세스의 리  통제 어려움(A)은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구사
항 정의의 부정확성(G), 의사소통의 장애(H), 최고경 층

의 부정  태도(J)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 요인에는 0.643으로 
매우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젝트에 

한 장기 인 지원 부족, 미성숙하거나 비체계 인 

로세스 리, 기능과 역할에 한 잦은 조정과 변화, 정
기 인 평가  감사의 부족 등에 의해 로세스 리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요인이 결과

으로 다시 최고경 층의 태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에서 로세스의 체계  리와 최고경 층의 장기  

지원 등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

아야 할 것이다. 

A B C D E

0.508 0.460 0.641 0.532 0.539
F G H I J

0.639 0.568 0.618 0.308 0.643

<Table 9> Influence Relationship of Factor A

<Figure 2> Directed Graph with Factors A

한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인에도 
0.641로 매우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하고 완 하지 않은 로세스 리로 인해 한 통제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으로 발생하게 될 비용

에 한 험인 것으로 단된다.
이해 계자 간의 갈등(F)요인 역시 0.639로 로세스

의 리  통제 어려움(A) 요인에 많은 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로세스가 하게 통제되지 않는 상

황 하에서는 많은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

에 따라 해당 로젝트와 련된 이해 계자 간에 갈등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4.2.2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B) 요인의 영향 관계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B)는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수가 

0.605로 가장 큰 향을 받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향그래 를 통해 살펴보면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B) 요인과의 향 계 비교에서는 0.653 이상의 
매우 강한 향을 받는 요인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강한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을 

로젝트 수행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제성 평가 등 타

당성 분석에 실패했을 시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막

한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 그에 따른 편익의 실 이 굉장

히 어렵다. 따라서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
인이 가장 큰 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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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0.505 0.365 0.605 0.494 0.486

F G H I J

0.563 0.498 0.516 0.290 0.589

<Table 10> Influence Relationship of Factor B

<Figure 3> Directed Graph with Factors B

한 타당성 분석에 실패한 로젝트는 조직에도 

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 으로 로젝트에 

한 최고경 층의 지원 부족, 부정  태도 등으로 이어지

게 될 것이다. 

4.2.3 비용 초과 및 편익의 실현 부족(C) 요인의 영향 관계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은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 요인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계자 간의 갈등(F)은 0.551, 최고
경 층의 부정  태도(J)는 0.576으로 기 값    과 
비교하여 많이 큰 값을 보이지 않기는 하나 분명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인의 경우 <Table 

7>에서 볼 수 있듯 원인의 정도를 나타내는 향도()가 
4.591, 결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피 향도()가 6.265, 원인도
()는 -1.674의 값을 가진다. 이를 종합해보면 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의 
경우 다른 요인과의 향 계에서 이 요인에 의해 강한 

향을 받는 요인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B C D E

0.493 0.423 0.455 0.440 0.430

F G H I J

0.551 0.464 0.493 0.266 0.576

<Table 11> Influence Relationship of Factor C

<Figure 4> Directed Graph with Factors C

4.2.4 프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D) 요인의 영향 관계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D) 요인은 해당 요인 스스
로와 기술  환경 변화(I)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을 보면 로젝트 계
획의 불명확성(D) 요인의 경우 향도() 6.205, 피 향

도() 5.262, 원인도() 0.944로 원인자의 성격을 띠
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다른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B C D E

0.693 0.542 0.730 0.518 0.599
F G H I J

0.719 0.655 0.679 0.344 0.727

<Table 12> Influence Relationship of Factor D

<Figure 5> Directed Graph with Factors D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D)에 가장 큰 향을 받는 
요인은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0.730으로 나
타났다. 근사한 차이로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가 
0.727로 그 뒤를 이었다.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D) 요인과 향 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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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개 요인 가운데 6개 요인이 0.635 이상의 매우 강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지 않은 로젝트 
계획은 로젝트에 수반되는 많은 활동에 직·간 으로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명확하지 않은 
로젝트 목표, 명확하지 않은 사업의 범 , 명확하지 않
은 산 계획 등 사 에 정확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로젝트의 진행 과정뿐 아니라 로젝트의 

결과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명확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해 비용 인 손실뿐 아니라 로젝트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그에 따른 로젝트 참여자 간 의사소통의 장애
(H), 로세스 리  통제의 어려움(A),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 등 모든 면에서 많은 문제 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젝트 기 단계에 로젝트
와 련한 모든 계획을 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2.5 전략적 일관성 오류(E) 요인의 영향 관계

략  일 성 오류(E) 역시 많은 다른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세스 리  통제 어려움

(A) 0.632,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0.664,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D) 0.583, 이해 계자 간의 갈등

(F) 0.660,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 0.594, 의사소통
의 장애(H) 0.636,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 0.679로 
비교  강한 향을 받는 요인들이 많다.

A B C D E

0.632 0.506 0.664 0.583 0.472
F G H I J

0.660 0.594 0.636 0.329 0.679

<Table 13> Influence Relationship of Factor E

<Figure 6> Directed Graph with Factors E

략  일 성 오류(E)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은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로 조직의 잘못된 미션

과 비 , 장기 인 략 계획의 부재 혹은 결함 등으로 

략  일 성이 유지되지 않아 조직 내 략 인 연계

가 부족하게 되면 로젝트  로젝트 수행 조직을 바

라보는 최고경 층의 태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한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역시 0.664의 

강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략  일 성이 부

족할 경우 추가 비용의 발생이나 재정  편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비용 인 손실을 이기 해서

는 로젝트 수행에 있어 일 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인도 0.664의 강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략 인 연계가 부족하면 로

젝트 수행 과정에서도 일 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

어 이해 계자 간의 상이한 목표를 가지게 될 험이 있

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문제 등과 련하여 이해 계

자 간에 입장 조율하는 과정이 힘들어지며 이는 곧 이해

계자 간 력의 부족․부재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한 의사소통의 장애(H)로 연결될 수 있다. 이해 계자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효과 이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로젝트 참여자들 간의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기

게 되며 이는 결국 원활한 로젝트의 수행을 어렵게 만

든다.
매우 강한 향은 아니지만 로세스 리  통제의 

어려움(A) 요인과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 요인에
도 비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략  

일 성이란 결국 조직의 략 계획과 깊게 연계되어 있

기 때문에 로젝트를 장기 인 에서 바라볼 수 있

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략  일 성에 

문제가 있다면 장기 이고 거시 인 에서 로젝트

는 일 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때문에 로젝트 로세
스 상에서 이슈들이 발생하 을 때 체계 인 리  통

제를 기 하기 힘들다. 한 장기 인 략 계획과 그에 

맞는 략  연계를 통해 로젝트 기부터 종료까지 

고객이 요구한 결과물을 산출해야 하지만, 략  일

성에 오류가 있다면 기의 고객의 요구사항에 해 정

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요구사항과 그에 알맞

은 설계  계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2.6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F) 요인의 영향 관계

이해 계자 간의 갈등(F)은 로세스의 리  통제 어
려움(A)에 0.617,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에 
0.641,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에 0.594, 의사소통의 
장애(H)에 0.645,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에 0.658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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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0.617 0.487 0.641 0.541 0.533
F G H I J

0.548 0.594 0.645 0.309 0.658

<Table 14> Influence Relationship of Factor F

<Figure 7> Directed Graph with Factors F

이해 계자 간의 갈등(F)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 요인으로 나타났다. 
로젝트에 련된 이해 계자 간에 취하는 목표가 상이

하다거나 그로 인해 입장을 조율해나가기 어려울 경우 

원활한 로젝트 수행을 기 하기 어렵고, 그 가운데 발
생하는 여러 문제 들이나 잡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물 등에 해 최고경 층이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 인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 
한 이해 계자 간의 갈등은 필연 으로 의사소통의 

장애(I)를 래하게 된다. 이해 계자 간에 좀처럼 좁

지지 않은 상이한 목표나 의견 차이 등은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방해하게 되고 이는 로젝트 참여자 간의 

극 인 조  업의 의지를 하시킨다.
이해 계자들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한 간극이 발생

할 경우 이를 좁히기 해서 혹은 제거하기 해서는 비

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계획에 없던 추가 비용

(hidden cost)이기 때문에 조직의 편익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인
에 강한 향(0.64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세 요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  강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로세스의 리  통제 어

려움(A),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 요인이 있다. 이
해 계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기존의 보직, 역할 등에 조
정이 생기게 되면 로젝트 수행에 분명한 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효과 인 로세스 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한 이해 계자로서의 고객이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해 조율이 

쉽지 않아 요구사항에 해 변경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

도 야기될 수 있다는 에서 이해 계자 간의 갈등 리

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이해 계자 간의 갈등(F)은 약한 강도이기

는 하나 스스로에게 향(0.54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로젝트에 여하는 이해 계자가 많고 다양할수록 

이해 계자 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2.7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 요인의 영향 관계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은 로세스의 리  

통제 어려움(A),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D), 략  일 성 오류(E), 이
해 계자 간의 갈등(F), 의사소통의 장애(H), 최고경 층

의 부정  태도(J)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D E

0.647 0.508 0.700 0.601 0.560
F G H I J

0.679 0.517 0.651 0.340 0.687

<Table 15> Influence Relationship of Factor G

<Figure 8> Directed Graph with Factors G

가장 큰 향을 받은 요인은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인(0.700)으로 나타났다. 로젝트 기에 

요구사항에 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았다거나 고객의 요

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이 요구사항과 요구사항

을 구 하기 한 설계  계획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해서는 계획에 없
던 비용이 과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재정 인 편익에

도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고객과의 충분한 의견 조
율을 통해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강한 향을 받은 요인은 최고경 층의 부

정  태도(J) 요인(0.687)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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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에 한 정확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

하는 비용 측면에서의 손실 등은 곧 회사 차원의 손실로 

연결된다. 이는 최고경 층이 자원 투입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부정 인 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인(0.679) 역시 매우 강한 
향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사항과 련한 이
슈가 발생했을 때 고객을 포함한 로젝트 이해 계자 

간에 입장 차이 등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을 인지

해야 한다. 한 의사소통의 장애(H) 요인(0.651) 역시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요구사항 변경 등의 

이슈 발생 → 로젝트 이해 계자 간의 갈등 발생 → 

의사소통 장애 발생의 연쇄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장선에서 로젝트 수행 조직 내·외부의 갈등과 의사
소통 장애 등으로 인해 효과 이고 효율 인 로세스 

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에서 로세스의 리  

통제 어려움(A) 요인(0.647) 역시 강한 향을 받은 것으
로 단된다.

4.2.8 의사소통의 장애(H) 요인의 영향 관계

의사소통 장애(H)는 로세스의 리  통제 어려움
(A),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로젝트 계획

의 불명확성(D),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구사항 정
의의 부정확성(G),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D E

0.636 0.486 0.639 0.565 0.539
F G H I J

0.670 0.601 0.528 0.316 0.668

<Table 16> Influence Relationship of Factor H

<Figure 9> Directed Graph with Factors H

의사소통 장애(H)로부터 가장 큰 향을 받은 요인은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인(0.670)이다. 앞서 <Figure 

7>, <Figure 8>과 련된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인
의 향 계,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 요인의 
향 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장애와 이해

계자 간의 갈등 두 요인은 같은 연결고리에서 하나가 

발생했을 때 필연 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때문에 앞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젝트 참여자 

간에 효과 이지 않은 의사소통, 투명하지 않은 정보 
달로 인한 로젝트 참여자 간의 정보 공유의 부족 등은 

결과 으로 이해 계자 간의 갈등을 래한다. 이와 같
이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인과 의사소통의 장애(H) 
요인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최고경 층

의 부정  태도(J) 요인과의 계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과 이해 계자 간의 첨

한 립 등은 조직 내부의 균열을 야기하며 해당 로젝

트뿐 아니라 다른 사업부문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는 최고경 층이 바라보기에 해당 로젝트에 극 인 

지원  투자가치를 단하기 힘든 경우라 할 수 있다.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인(0.639) 역시 

강한 향을 받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원활하지 않은 의
사소통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잘못된 정보의 공유  투

명한 정보 공유의 부족, 의사결정의 번복 등은 결과 으

로 비용의 추가를 야기한다. 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

해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세스상의 이슈

들을 하게 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로
세스의 리  통제 어려움(A) 요인(0.636) 역시 강한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G) 요인(0.601)도 비교  

강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젝트 참여자 간

에 효과 이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정보 공유가 원

활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고객의 요구사항에 한 정

보가 합하게 달되지 않을 경우 요구사항의 변경 등

에 하게 응할 수 없게 된다는 에서 해당 요인이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

4.2.9 기술적 환경 변화(I) 요인의 영향 관계

기술  환경 변화(I)는 유일하게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인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젝트 장애요인 종합 분석과 련한 <Table 7>에서 볼 
수 있듯 기술  환경 변화(I) 요인은 향도() 4.644, 피
향도() 3.023, 종합강도() 7.667, 인과도() 
1.621로 결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피 향도()가 다른 요인
과 비교했을 때 히 낮은 수이고, 인과도() 역시 
양(+)의 값을 가지면서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  큰 값을 

가진다. 한 원인과 결과의 정도와 계없이 요도를 나

타내는 종합강도()도 비교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유향그래  상에서도 ‘종합강도 약’의 분면에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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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요도가 낮고, 결
과보다는 원인자의 성격을 띠지만 그 강도도 낮은 편이라 

유향그래  상의 인과 계 항목을 나타내는 <Table 17>에
서 볼 수 있듯이 기술  환경 변화(I) 요인과 향 계에 
있는 기 값    이상의 음  처리된 값은 한 개 요인

뿐이다.
기술  환경 변화(I)가 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의 

정도가 0.563으로 보통 정도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A B C D E

0.495 0.431 0.563 0.453 0.446
F G H I J

0.528 0.483 0.487 0.223 0.535

<Table 17> Influence Relationship of Factor I

<Figure 10> Directed Graph with Factors I

로젝트 수행  당면한 기술  문제 해결의 어려움, 기술 
개발이 단될 가능성에 한 우려나 신기술의 등장 등으로 

인해 기치 못한 비용의 발생으로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10 최고경영층의 부정적 태도(J) 요인의 영향 관계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J)는 로세스의 리  

통제 어려움(A),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략  일 성 오류(E),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구사
항 정의의 부정확성(G), 의사소통의 장애(H), 최고경 층

의 부정  태도(J)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향을 받은 요인은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C) 요인(0.628)과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인
(0.628)이다. 로젝트에 한 최고경 층의 지원 부족으

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해 정해진 산 내에서 

운용하게 되고 결과 으로 비용 비 편익은 낮아지게 

된다는 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 한 최고

경 층의 부족한 지원 하에서 타이트한 조건으로 로젝

트를 수행하게 될 경우 당면 과제들을 효과 으로 리

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로젝트 이해 계자들 간의 의사소통 불능 등으로 이어진

다는 에서 이해 계자 간의 갈등(F) 요인이 큰 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B C D E

0.618 0.472 0.628 0.534 0.559
F G H I J

0.628 0.556 0.601 0.296 0.545

<Table 18> Influence Relationship of Factor J

<Figure 11> Directed Graph with Factors J

최고경 층의 무 심 혹은 지원 부족은 로젝트에 

한 장기 인 지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로

젝트 진행 과정에 한 정기 인 평가나 감사가 부족하

여 로젝트 진행 상황에 한 시의 모니터링이 어려

워지고 이에 따라 로세스 통제 역시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로세스 리  통제 어려움(A) 요
인이 역시 향(0.618)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는 곧 조직의 기조로 연결이 

되어 로젝트 수행에 한 조직원들의 심과 태도 역시 

향을 받게 된다. 이에 조직 반에 걸친 기류로 인해 로
젝트 수행 과정상에서 로젝트 참여자 간의 소통 부재, 
업 부족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는 에서 의사소통의 

장애(H) 요인 한 향(0.601)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로젝트의 성공을 해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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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로

젝트 장애요인의 차원을 검정한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

써 10개 장애요인에 해 DEMATEL 기법을 통해 요인 
상호 간의 향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에 따른 주요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원인의 

정도를 보여주는 향도(), 결과의 정도를 보여주는 피
향도(), 원인  결과의 정도와 계없이 요도를 

나타내주는 종합강도(), 원인인자  결과인자를 

나타내주는 원인도()의 값에 따라 10개 요인들 간
의 상호 연 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높은 향도()
를 보이는 요인은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 략  일 성 오류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은 원인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피
향도()의 경우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 이해 계자 간의 갈등 순으로 나타

나 결과의 성격을 띠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강
도()는 이해 계자 간의 갈등,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 의사소통의 장애,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 로세스의 리  통제 어

려움, 략  일 성 오류, 비용 과  편익의 실  부

족,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 기술  환경 변화의 순

으로 나타났다.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 기술  환경 

변화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비교  요도가 높은 요

인들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유향그래  상에서 ‘종합
강도 강’의 역에 치하여 서로 간의 향 계에 놓
인 요인들이다. 원인인자와 결과인자를 구분해주는 인과
도()의 경우 양(+)의 값을 가지면 원인 요인에 해당
하고 음(-)의 값을 가지면 결과 요인에 해당된다. 기술  

환경 변화, 로젝트 계획의 불명확성, 략  일 성 오

류,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

패의 5개 요인이 양(+)의 값을 가지는 원인 요인으로 나
타났고, 비용 과  편익의 실  부족, 최고경 층의 

부정  태도, 이해 계자 간의 갈등, 로세스의 리  

통제 어려움, 의사소통의 장애 5개 요인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결과 요인으로 나타났다.

5.2 연구의 시사점

문제 구조화 방법인 DEMATEL 기법을 활용하여 각 
요인들 간의 향 계를 악함으로써 성공 인 로젝

트를 해 우선 으로 리되어야 하는 장애요인을 제시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 간에 나타나는 인과성을 
바탕으로 요인들 간 상호 연 성을 면 히 제시하 다. 
그 결과 로젝트 타당성 분석 실패, 로젝트 계획의 불

명확성, 략  일 성 오류, 요구사항 정의의 부정확성, 
기술  환경 변화 요인은 다른 요인에 향을  수 있

는 원인 성격을 띠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우려
되는 결과를 방지하거나 그 결과에 한 향을 최소화

하기 하여 해당 요인들에 한 리 방안과 그 필요성

에 한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10개 로젝트 장애요인 
상호 간의 향력 한 살펴 으로써 특정 요인에 의한 

인과성을 통해 해당 요인이 통제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손쉽게 악하고 기업  조직이 수립

해야 할 응 방안을 모색하여 략 수립의 방향을 제시

했다는 에서 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

5.3 연구의 한계점

로젝트의 성공을 해하는 장애요인의 구성차원을 

밝히고자 했던 이  연구에서 언 한 로, 10개로 구성
된 로젝트 장애요인의 차원을 감소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다 압축 인 요인을 바탕으로 

DEMATEL 분석을 통해 구조를 악한다면 더욱 집약
이면서도 거시 인 에서의 향 계를 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뉴노멀 등 생활양식부터 산

업구조까지 다양한 지각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새

롭게 확인 가능한 장애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
나19로 인한 팬데믹 국면에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큰 폭
으로 성장하고 있어 해당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젝트 장애요인에 한 추가 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

로 상한다. 본 연구에서 DEMATEL 분석을 한 조사 
시 확보했던 표본은 제약·바이오 분야가 4.8%(n=1)에 그
쳐 해당 분야의 표본을 더욱 확보하여 확장된 연구를 진

행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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