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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건설기업의 사업관리 성숙도와 사업관리역량,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모델 연구  

 
박 광 재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 다수의 건설기업은 최근 기 수주 물량을 원활히 소화하지 

못하여 공기 연장,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 수지 악화와 더불어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받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개별 기업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부 수행역량 특히, 

사업관리역량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기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진단 및 이를 통한 개선 

방안 제시와 같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 연구 성과물들이 

실제 사업 관리 역량 강화나 사업성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외 건

설기업 임직원이 평가하는 사업관리 역량 및 사업성과 수준을 연계

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해 봄으로써, 건설기업의 내부 역량과 사

업 성과에 관한 국내 건설기업의 인식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미국 사업관리협회(PMI)에서 개발한 사업관리성숙도모델(OPM3)에 

근간한 범용평가모델(사업관리성숙도 평가)과 함께,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에 맞춤화된 개별평가모델(사업관리역량 평가)과 사업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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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개발하여 선진 해외건설기업과 국내 건설기업 임직원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선진 해외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건

설기업의 역량 및 성과 평가 분석 결과, 선진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은 확연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해외 선진기업은 사업관리성숙도, 

사업관리역량, 사업성과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 반면, 국내 기업

은 사업관리성숙도, 사업관리역량, 사업성과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조사 대상 국내 건설기업 임직원이 평

가한 해당 기업의 사업관리역량 및 사업관리성숙도 수준에 대비해

서 사업성과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국내 

건설기업 임직원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성과 수준은 대외적으로 공

시된 최근의 사실적 기업 성과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국내 건설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식의 오류 즉, 과신(Over-

confidence)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본 연구의 도출 결과는 국내기업의 임직원은 사업관리역량 및 성

숙도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초대형, 고위험, 고난이도의 복합 건설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요구

되는 사업관리역량은 일부 개인의 개별적 능력에 의존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인력, 조직, 프로세스 모두가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

관리의‘체계(system)’로 녹아 들어 완비되었을 때, 그 효과를 발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평

가해 보려 했던 사업관리역량이란 바로 국내 건설기업의 조직 차원

의 ‘사업관리체계 구축’ 수준이다. 국내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

는 사업관리체계의 구축 수준은 선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선진 해외건설기업과 같이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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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스템적 차원의 사업관리역량이 확충되지 아니한다면, 최근 

그리고 현재도 겪고 있는 공정 지체, 실행 원가 초과 등의 사업 수

행상의 차질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  

 

 

키워드 : 사업관리, 사업관리역량, 사업관리 성숙도, 사업성과, 석유화

학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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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외 건설의 수주 추이를 보면, 2005 년부터 고유가에 바탕을 둔 

중동국가들의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2006년 165억불이던 수주액이 

2015년에 700억불 수준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8.3%를 차지하면서 세계 5위권으로 도약을 하였다(ENR1 250대기업 

순위 기준, 2016). 또한, 수주액 기준으로 70%가 플랜트2 사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이중 오일 생산 및 정유와 관련이 된 

석유화학플랜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15). 하지만,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건설기업은 기 수주 물량을 원활히 소화하지 못하여 공기 

연장,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졌으며, 2013년도부터는 대규모 어닝 

쇼크(Earning Shock)와 더불어 회사의 존립도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다<그림 1-1 참조>. 수익성보다는 수주 자체를 목적으로 한 

저가입찰,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주에 따른 악순환에 의해 

                                            
1 ENR = Engineering News Record, 전세계 건설 업계에 대한 뉴스, 분석, 

데이터 및 의견을 제공하는 미국 주간지 
2 플랜트 건설 사업은 목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잡한 장치의 

엔지니어링(Engineering)과 기자재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

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설사업이며, 고급인력의 

활용과 기자재 수출유발효과 등 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94%에 

이르는 전략산업이다. (해외 건설협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계 플랜트엔

지니어링 시장동향과 선진기업의 기술개발 실태 및 수주전략”, 건설교통

부 연구보고서,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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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KDB 산업은행, 2014)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내부 수행역량 

부족 특히, 사업관리역량3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의 부족(유의성 외, 

2014)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1-1> 주요건설사 플랜트부문 영업손실(2013년~2016년)  

자료 : 금융감독원, Newspim (2017)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건설기업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패 사업에 대한 

교훈(Lessons Learned)의 축적 및 활용 강화, 선진기업 벤치마킹 

그리고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진단 또는 자문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의 노력들이 실제 사업관리역량 강화나 

사업성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해외 

                                            
3  국내건설기업의 해외건설 경쟁력 진단과 시사점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사업관리역량을 비교해 보면, 선진기업대비 전 영역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
재하였으며 사업기획, 사업개발, 외주관리, 원가관리 순으로 격차가 컸음. 
KDB 산업은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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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플랜트 사업에서 여전히 적기 준공 실패 또는 적자 

공사(원가율 상향)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국내 

기업의 사업수행 또는 사업관리역량 수준이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해외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진단4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 연구 성과물들이 개별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거나 답보 상태를 극복하는데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의 원인은 관련 국내 연구 대부분이 

기업의 내부 역량 평가 결과를 사업 성과와 연동하여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기존의 건설기업 역량평가 관련 연구는 

선진 기업과 비교하여 국내 건설기업의 취약한 사업관리역량 수준 

또는 영역을 도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성과와 

함께 결부하여 조사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관리역량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역량 및 

성과 평가에 대한 주요한 관련 개념을 정리하여 개발된 사업관리 

역량 및 성과 평가 모델을 국내 건설기업과 해외 선진 건설기업5
 에 

                                            
4 장현승 외(2008), 하지원외(2014), 장우식외(2012), 김상범 외(2013), 민병수

외(2016), 강신봉(2016). 
5 본 연구에 적용된 국내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기업(이후 국내기업)에 대해 

살펴보면, 토목, 건축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종합 건설회사로 10조원 정도

의 매출 규모로 석유화학플랜트에서 14%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

고 있다. ENR RANK (Global 기준, 2106) 30대 후반으로 2016년도에 해외사

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다. 해외 선진 건설기업(이후 선진기업)에 

대해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의 건설, 설계,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20조원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석유화학플

랜트 매출 규모가 11조원 정도의 업계의 선두 주자이다. ENR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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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살펴본다.  

둘째, 국내외 건설기업 임직원이 평가하는 사업관리 및 사업성과 

수준을 연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해 봄으로써, 건설기업의 

내부 역량과 사업 성과에 관한 국내 건설기업의 인식 실태를 

조사해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의 성공에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개선방안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한정하기로 한다.  

첫째, 사업관리역량 및 사업성과에 대한 범위를 낙찰 시점 이전인 

입찰 단계와 유지관리단계는 제외시켜 사업 수행 단계, 즉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의 주요 생애주기(Life Cycle)인 

설계(Engineering), 구매(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그리고 

시운전(Commissioning)으로만 한정하여 역량 평가 및 성과 측정 

대상을 단위 사업으로 한정시킨다.  

둘째, 사업관리역량 및 사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 중 

단위 사업 수행 측면에서 통제 할 수 있는 요소들인 인력, 조직, 

프로세스, 기술, 경영진의 의지 등등에 국한시켰고, 사업관리자가 

통제 불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외부적인 요소들은 

                                            

(Global 기준, 2106) 10대 후반으로 석유화학 비중이 55%로 전체 이익의 63%

를 석유화학플랜트에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석유화학플랜트 업계의 최고 

강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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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시킨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 연구논문 및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관리역량, 사업관리역량 평가, 사업성과 등에 대한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주요한 관련 개념을 정리한다.  

둘째,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였던 사업관리역량 평가 및 

사업성과에 대한 경험 및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관리 

수준과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 변수들을 정의한다.  

셋째, 사업관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사업관리성숙도 및 

사업관리역량 관련 변수와 사업 성과 관련 변수를 설문 문항으로 

변환한 후,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건설기업의 

전문가 집단과의 면담을 통한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설문 문항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넷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과 해외 플랜트 

업계의 선두주자에 속하는 미국계 선진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설문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 

국내외 건설기업의 사업관리역량, 사업관리성숙도, 사업성과와 

관련한 평가 결과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하여 보고, 주요한 인식의 

차이 유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검증 결과를 해석하여, 이를 통해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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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고찰 

 
  
   
 사업관리, 사업관리역량, 사업성과  
   

 

 
사업관리 역량 및 사업성과 평가 모델 개발 

 
  
   
 사업관리 역량 평가 프레임  

   
 사업관리 성숙도, 사업성과  

   

 

 
설문 문항 작성 및 문하의 적정성 검토 

 
  
   
 문헌연구, 사업관리분야 15년 이상 전문가 면담  

   

 

 
설문 조사를 통한 사업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 

 
  
   
 해외 선진 건설 기업/국내 건설기업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의 비교 분석 

 
  
   
 측정 문항의 신뢰성, 합의도 측정, 통계 검증  

   

 

 
연구의 결론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그림 1-2> 연구의 방법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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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비적 고찰  

본 장에서는 사업관리역량 평가, 사업성과 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사업관리협회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이하 PMI)의 프로젝트관리 

지식체계(A Guide to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이하 

PMBOK)를 통해 정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관리역량의 주요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사업관리역량 

2.1.1 사업(Project)  

PMBOK에 따르면, 사업(Project)은 한시적(Temporary)이며 유일무

이한(Unique)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점진적인 

상세화(Progressive Elaboration)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PMI에서 규정하는 한시성, 유일성, 점진적 상세화 등의 

특성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해외 석유화학플랜트10 사업에서도 

                                            
10 플랜트 건설사업은 아래와 같은 역무흐름으로 진행되며, 그 특성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유홍석,이재헌, 2011). 

- 대규모 투자비의 소요  

-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장기간의 플랜트 생애주기(Life Cycle) 

- 장기간의 건설기간 소요 (보통 2~3년) 

- 생산공정기술이 채택되면 변경이 불가능 

-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공정기술은 한가지만이 아님  

- 동일한 제품, 동일한 생산규모의 플랜트라도 플랜트엔지니어링은 동일하

지 않음 

- 단일 플랜트 건설사업에 다양한 기술, 다수의 인력, 다량의 기자재와 장

비 투입 

- 건설 투자비 외에 운전 및 유지보수 비용의 소요비중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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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은 명확한 착공 개

시일과 준공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특성을 갖는다. 만약 계

약적으로 구속된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 for delay)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또

한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은 수행 지역, 참여주체, 대내외 환경, 

작업 여건 등이 상이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유일성을 나타낸다. 이러

한 유일무이적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의 특성은 과거 사업의 수행 실

적과 경험이 그대로 이양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인 동시에, 사업 이

행 과정에서의 돌발 변수의 등장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특히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점진적 

상세화 특성을 보이는데, 사업 초기에 석유화학의 핵심 요구 성능이 

발주자에 의해 규명되고 이를 반영한 FEED(Front & End 

Engineering & Design)의 구체화에 이어 기본설계, 상세설계 그리고 

구매, 시공, 시운전등으로 점진적 상세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더욱이 

대다수의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은 최근 대형화, 복합화, 고난이

도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사업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1.2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PMBOK에 따르면, 사업관리란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이나 기대치를 만족 또는 초과시키기 위하여 관련된 지식, 기술, 

도구, 기법 등을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

다. 즉, 사업관리의 목적은 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며, 사업관리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으로 

                                            

- 운전 및 유지보수의 노하우(Know-How)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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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되는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의 경우, 

사업에 투입되는 시간, 비용, 자원(기술, 인적, 자재, 장비 등)의 규

모가 막대하여 사업 수행 난이도와 내재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

업 목표의 달성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난이도가 높은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에서

의 사업관리는 성공적 사업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관리의 수

행 능력, 즉 사업관리역량 수준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2.1.3 사업관리역량  

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기량’이며, 

사업관리 측면에서의 역량은 조직 또는 개인이 주어진 과업 또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외면적인 능력(이재영, 2009)

이라고 볼 수 있다. 역량의 유형을 살펴보면 Sparrow(1997)는 1) 기

술적 또는 기능적 관리역량, 2) 조직 역량 또는 전략적 핵심 역량, 3) 

소프트 기술로 간주되는 행동역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재영

(2009)은 역량의 유형을 1) 개인역량, 2) 관리역량, 3) 조직역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역량은 특정 조직 또는 과업에 대한 

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며, 관리역량은 모든 유형의 조직, 

직업, 업종 등에서 관리자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조직역량은 특정 과업 또는 비즈니스 환경하에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전반적인 자원과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사업관리역량은 사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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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제반 자원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조

직, 관리 차원의 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정 사업에 요구되는 

사업관리역량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은 다양한 차원의 리스크

와 사업 수행 상의 장애요인 등의 많은 특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성

공적으로 사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 즉, 

개인, 조직, 관리 차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사업관리 관련 자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단순

히 단위 사업의 자원 투입의 노력으로 한정될 사안이 아니라, 기업

의 중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사업관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신

의 현재 역량 수준을 가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 된다. 내부 

역량의 보유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야 말로,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2.2. 사업관리역량 평가  

2.2.1 사업관리역량 평가 개괄 

사업관리역량 평가는 사업관리주체의 사업관리 수행 능력의 보유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관리역량 

평가는 1) 평가 대상, 2) 적용 범위, 3) 평가 주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첫 번째 사업관리역량 평가의 유형은 사업관리역량을 보유한 대상

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사업관리역량 평가의 대상이 개인이라는 

관점하에서는 개별 사업관리자 수준의 역량 평가가 있을 수 있다. 

PMI에서 개발한 사업관리자역량개발 모델(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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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Development Model)이 개인 수준의 사업관리역량 평가

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에 반해 사업관리역량의 평가 대상을 기업과 

같은 조직 차원으로 설정한 경우가, PMI의 조직 사업관리 성숙도모

델(Operational Project Management Maturity Model, 이하 OPM3)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기업 차원의 사업관리와 사업성과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사업관리역량 평가의 유형을 기업 차원에 한정

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사업관리역량 평가는 평가 모델의 적용 범위에 따

른 구분이다. 사업관리역량 평가의 적용 범위에 따라 특정 산업군의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개발된 개별 모델(Individualized Model)이 

있을 수 있으며, PMI의 사업관리성숙도평가모델(OPM3)과 같이 일반

적인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범용 모

델(Generic Model)로 대별 될 수 있다. 개별 모델은 특정 산업군의 

특성이 맞춤화되어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가 척도 및 

기준의 신뢰성, 타당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 그 평가 결과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사업관리 유관 협회 등에서 만든 기존의 사업관리역량 평가 

모델은 그 평가 방식의 신뢰성이 검증된 객관적인 평가 모델이라는 

장점은 있는 반면, 건설 산업 또는 특정 사업의 특수성이 내제되지 

못한 한계로 인해, 평가 결과의 효용성이 제한될 수 있는 단점이 존

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데 요

구되는 사업관리수준을 평가하고자 개별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

여 평가해 보는 동시에, PMI의 OPM3 모델도 함께 평가에 적용해 보

기로 한다. 이는 평가 결과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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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유형의 사업관리역량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른 구분이다. 

사업관리역량 평가는 결국 해당 사업관리 보유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특정 주체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이는 평가 대상과 평

가 주체가 일치하는 자체평가(Self-assessment) 방식과 평가 대상과 

평가 주체가 상이한 타인평가(Assessment by others)로 구분할 수 있

다. 자체평가 방식은 자체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자신이 

자체 조직을 스스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

다. 하지만, 자체 평가의 맹점으로는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

이 개입할 수 있어서 결과의 신빙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이형락 외, 2010)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타인평가는 이권이 전혀 

개입되지 않을 경우, 3자적 관점에서의 평가 수행을 통한 객관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직의 이해도가 낮은 주체

가 평가를 수행할 경우, 그 평가의 질이 낮아 질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자체 평가에 따른 방식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운영은 해당 기업의 경영 체

계, 조직 구성, 업무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

므로 해당 기업의 역량 평가는 외부인보다는 내부인이 보다 적합한 

주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기업 보안 문제가 대두되

면서,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가 제3자에게 모두 공

유되는 것에는 제약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할 경우, 외부인에 의한 평

가보다는 조직 내부자에 의한 자체 평가가 더욱 합리적이고 평가 

과정의 수월성이 보장되기도 한다.  

이상의 유형별 사업관리역량 평가방식을 요약해 보면,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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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조직(기업) 차원의 사업관리역량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며,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에 맞춤화된 개별 모델의 개발 및 적용과 동시

에 PMI의 OPM3 모델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자체 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성과 자의성이 개

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추후 검증 과정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2.2 사업관리역량 평가 연구 동향  

사업 관리 역량 평가에 관련한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사업관리 역량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었다. 선행 연구를 통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 왔다. 첫째 

민병수(2016), 김상범(2013), 장우식외(2012)등과 같이 올바른 

사업관리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 프레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이를 통해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로 

연구소나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한 학계의 연구들로 

국내기업의 해외 사업에서의 경쟁력에 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한 

연구 부류이다. 하지원(2014), 장현승(2008)등은 국내와 해외 

업체간의 현재 역량과 미래 역량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국내기업의 

현재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신봉(2016), 박주완(2011)등은 OPM3을 이용하여 사업관리역량을 

평가하거나 사업관리 강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 특히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조직, 프로세스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원칙적인 요소들은 크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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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첫째는, 사업 관리 역량 평가를 어떻게 

하면 실재(Reality)와 유사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둘째는, 사업 성공 요인들 (민병수, 2016), 사업관리에 영

향을 주는 요소(강신봉, 2016)들과 핵심 건설 업무 기능(장현승, 2008, 

Jung & Gibson, 1999)들을 활용하여 사업관리역량 평가를 수행한다

는 점이다. 주로 역량에 영향을 주는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 평가 프레임을 개발하고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사업 성공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업관리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또는 자원에 대한 고찰 및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사업의 고유한 건설 업무 기능과의 조합을 통

한 역량 평가 프레임을 작성하고자 한다.  

 

2.2.3 사업관리역량 평가 프레임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Belassi and Tukel (1996), 

Chan at al (2004)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하여, 프로젝트 특성, 외부 환경 요소, 사업관리 요소, 

사업관리자의 역량 그리고 조직 & 인력들을 들고 있다. 이중에서 

사업관리자가 통제 불가능한 사업관리 외부 환경 요소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을 제외하면 프로세스, 조직 그리고 인력에 

관련된 요소들만 남게 되며, <표 2-1>과 같이 정리가 된다.  

한편, 강신봉(2016)은 인력(경영진, 직접참여자, 지원참여자), 

조직(PMO 운영능력), 프로세스(PM 방법론, 업무인프라 적용수준)를 

사업 관리 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류하고 기술, 

경영층의 의지 등도 사업관리 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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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사업의 성공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통제 불가능한 외적 요인을 

제외할 경우, 인력, 조직, 프로세스와 관련된 역량이 사업관리역량의 

주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표 2-1>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성공요소 내 용  출 처 

프로젝트 프로

세스 & 관리 

작업 

(Project 

Management 

Process and 

Action)  

 

의사 소통 시스템 (Communication)   

통제 메커니즘 (Control Mechanism)  

피드백 능력 (Feedback Capabilities) 

기획 노력 (Planning Effort)  

안전 프로그램 구현 (Safety)  

품질 프로그램 구현 (Quality)  

외주 업체 통제 (sub-contractors')  

전반적인 관리 활동(Overall managerial 

actions), 구매 절차 (Procurement)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조직과 연관이 

있는 요소  

(Factor 

related to the  

Organization) 

경영진의 지원 (Top Management)  

조직 구조 및 구성 (Organization)  

기능 조직장의 지원 (Functional 

managers' support)  

본사 차원의 인력 지원  

권한 이양 (Ability to delegate authority)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인력과 연관이 

있는 요소  

(Factor 

related 

Human 

Resource)   

 

리더의 상쇄 능력 (Trade off) 

리더의 조정 능력 (Coordinate)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R&R)  

리더의 능력 (Leader’s Competence)  

리더의 시간, 원가, 품질에 대한 약속 

리더의 기술적 배경과 능력 (Technical 

back ground & Skills)  

리더의 소통 능력 (Communication)  

리더의 문제 해결 능력 (Trouble 

Shooting)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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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 기능

별 역량 평가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민병수(2016)는 플랜트 사

업의 생애주기인 4가지 단계 계획, 설계, 구매, 시공 분야에 대해 28

개의 사업성공요인을 도출하여 역량 평가를 진행하였고, 하지원

(2014)은 해외플랜트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능별 역량 분석에서 플랜

트 건설 사업의 중요 업무 기능을 14가지 단계와 4가지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기능별 역량 평가를 시행하였다. 정영수(2004)는 역량 평가

를 수요(필요역량, 현재역량, 부족역량), 형태(조직, 인력, 기술), 운영

(내부, 외부) 그리고 업무기능(건설 사업관리기능)등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업무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Jung & Gibson 

(1999)의 14가지 업무기능 대분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에 적합한 업무 기능별 정리

를 통해 사업 관리 역량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인력, 조직, 프로세스 측면에서 석유화학플랜트 사업

의 생애주기 즉 설계, 구매, 시공 그리고 시운전을 기본으로 하여, 

프로젝트 성공요인 및 업무 기능들인 경영층 및 본사의 지원, 사업

관리자, 외주 관리, 품질, 안전, IT 등을 조합하면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역량 평가 프레임이 작성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고안된 역량 평가 프레임을 활용하여 사업관리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2.2.4 사업관리 성숙도 

금번 평가에 적용될 성숙도 모델은 범용 모델인 OPM3를 바탕으

로 하고 있는 PM Solutions사의 사업관리 성숙도 모델(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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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Maturity Model) 14을 활용하기로 한다. 사업관리 성숙도 

모델은 프로젝트 관리프로세스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PMI

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 가지의 사업 관리 지식 영역 체계와 CMM 

(Capability Maturity Model) 15의 프로세스 성숙 단계를 적용하여 개

발한 체계를 말한다. 이 체계는 다섯 단계의 성숙수준을 가지고 있

으며 각 단계별 결정요인 및 측정을 위한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특

히, 모범 사례(Best Practice)와 경쟁자에 대한 비교를 위한 잣대가 

되는 벤치마크(benchmark) 측면에서 사업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도

구로서 사업관리 성숙도 모델이 유용할 수 있다(David Hillson, 2003). 

국내에서도 사업관리 성숙도 모델을 활용한 역량 평가 연구들이 활

발하게 이뤄 지고 있으며, 특히 차종혁(2006년)과 강신봉(2016)은 사

업관리 성숙도 모델은 다섯 단계의 성숙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별 결정요인 및 측정을 위한 도구들 역시 포함하고 있어 프로

젝트 관리 프로세스의 성숙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하고 있다. 성숙 단계별 특성은 <표 2-2>와 같다.  

이와 같이 사업관리 성숙도 모델은 단계별 성숙수준을 통해 객관

적인 역량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도 객관적인 역량 평가의 기준을 사업관리 성숙도로 삼고

                                            
14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및 Services 회사

인 PM Solution사에서 제공한 PMMM모델을 활용하기로 한다. OPM3가 4단

계 성숙 단계(Standardize, Measure, Control, Continuously Improves)를 가지

고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 적용된 사업관리 역량 평가의 5단계 척도를 동

일하게 적용하여 평가의 신뢰도 및 합의 수준을 맞추기 위함이다.   
15 소프트웨어 공학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카네기 멜로 대학의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소(SEI) 에서 미국 국방성의 지원

을 받아 개발한 정보시스템의 성숙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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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표 2-2> 프로젝트 관리 성숙도 모델의 단계별 특징  

단계 기본 모형 단계별 특성 

1 단계 초보적 단계 

(Initial Process) 

❚ 임시 프로세스 

❚ 경영자가 인식 

2 단계 구조화 단계 

(Structured 

Process) 

❚ 기본 과정 ; 모든 프로젝트에 표준이 아

님. 크고 가시적 인 프로젝트에 사용 

❚ 경영층의 지원 및 장려 

❚ 중간 및 요약 정보의 혼합 

❚ 전문가 지식 및 일반 도구를 기반으로 한 

견적, 일정 관리 

❚ 프로젝트 중심의 초점  

3 단계 체계화 단계 

(Institutionalized 

Process) 

❚ 표준인 모든 프로세스 정립, 모든 프로젝

트에 적용, 반복 가능 

❚ 요약 및 상세 정보  

❚ 추정치, 일정은 업계 표준 및 조직의 특

성을 기반으로 할 수 있음  

❚ 조직 중심의 자세  

❚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비공식 분석  

4 단계 관리적 단계 

(Managed 

Process) 

❚ 기업 프로세스와 통합 된 프로세스 

❚ 경영층의 준수 의무  

❚ 프로젝트 성과의 확실한 분석  

❚ 경영진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사 결정  

5 단계 최적화 단계 

(Optimizing  

Process) 

❚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프로세스  

❚ 프로젝트 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 경영진은 지속적인 개선에 중점을 둔다  

자료 : J. Kent Crawford (2006) Project Management Maturity Model. 

 

 

2.3. 사업성과  

Baccarini(1999)는 ‘사업관리 성과는 비용, 시간, 목표한 품질 달성

의 산출물에 대한 결과’라고 정의하였으며, Roger Atkinson(1999)는 

비용(Cost), 시간(time) 그리고 품질(quality) 즉 성과의 철의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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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ron Triangle)은 지난 50 년 동안 프로젝트의 성공을 측정하는 

것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Kerzner (2008)는 

사업관리는 주어진 활동에 대한 시간(Time), 비용(Cost) 및 성능

(Performance/Technology) 이라는 제약 상황 하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Resource)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시

간, 비용 및 성능을 프로젝트의 3대 제약 요소로 보며, 이 이외에도 

외부 고객(발주자)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네 번째 제약 사항으로 규

정하고 있다. 한편 Kaplan and Norton(1992)은 기존의 재무적 관점의 

측정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무회계 모형에 기

반한 새로운 통합 측정 시스템인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16

를 제시하였다. 특히 재무적(financial) 관점, 내부 프로세스(internal 

process), 혁신과 학습 관점(innovation and learning), 고객 관점

(customer)에서 측정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외에 Kaplan and 

Norton (1992), D. Dvir (1997), Aaron J. (2001) 등도 기존 성과 관련 

측정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측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성과 측정 방안으로 거론되는 비

용(Cost), 시간(Time), 품질(Quality) 외에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의 주

요 성공 요인중의 하나인 성능(Performance / Technical Guarantee), 

그리고 Kerzner (2006)가 제시한 고객 만족 부분을 포함한 5가지 영

역을 성과로 한정하고자 한다.  

                                            
16 199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arvard Business Review)에 실린 기사에

서 Robert S. Kaplan (Harvard Business School 회계 교수)과 David P. Nort

on (컨설턴트)에 의해 "균형 성과표”개념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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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관리역량과 사업성과와의 관계  

앞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관리역량과 사업관리 

성숙도는 다른 차원의 측정(Measure) 방식의 접근법(개별 모델과 범

용 모델)에 의한 역량 평가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평가 모

델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두 평가 모델로 측정한 결과치

는 유사해야 한다. 즉, 인력, 조직, 프로세스의 역량이 높은 기업은 

사업관리 성숙도가 높을 것이며, 사업관리 성숙도가 높은 기업은 사

업관리 역량이 높을 것이다. 또한 사업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

관리 역량이 높여야 하므로, 사업성과와 사업관리 역량은 유의미한 

범위 내의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건설기업의 사업관리 수준에 대한 기존의 평가 결과를 살펴 

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자료(2014)’ 

그리고 KDB 산업은행의 ‘국내건설기업의 해외건설 경쟁력 진단과 

시사점 (2014)’ 등에서는 선진기업 대비 70% 수준의 사업관리 역량

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5점 척도 기준 선진기업 4.29점, 국

내기업 3.43점). 특히 국내 건설기업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사업관리

영역에서 역량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건설기업의 

역량 차이는 곧 사업 성과에도 직결되어 있음은 사업 수지 차원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해외 선진 건설기업의 

석유화학플랜트부문의 연간 매출은 약 11조원 규모이며, 영업이익은 

약 5%대, 순이익 약 3%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지속적으로 실현17시키

                                            
17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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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사업관리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해외 기업의 

사업 성과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에 반해 국내 건

설기업의 사업 성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주요 대형건설업체의 최근 

4년간의 플랜트 부문의 매출과 이익 동향 사례를 살펴보면 <표 2-

3>과 같아서, 국내 건설기업의 플랜트 부문의 사업 성과는 최근 들

어 더욱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개별 기업이 1조원 이상

의 대규모 어닝 쇼크가 발생한 이후, 다수의 국내 건설기업은 여전

히 적자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모

두 마이너스 폭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표 2-3> 국내 건설기업의 플랜트 부문의 매출 및 이익 동향 

 

단위 (백만원) 

A 건설회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3,130,665 3,540,863 3,830,398 3,311,003 

영업이익 -1,001,223 27,158 -56,843 -180,554 

순이익 -1,098,709 -147,808 -249,150 -670,808 

영업이익률 -32.0% 0.8% -1.5% -5.5% 

순이익률 -35.1% -4.2% -6.5% -20.3% 

B 건설회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1,570,788 1,516,917 2,475,885 2,791,724 

영업이익 -58,363 18,887 -106,483 -709,249 

영업이익률 -1.9% 0.5% -2.8% -21.4% 

C 건설회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4,462,928 3,337,684 2,945,869 1,9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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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175,400 61,536 151,444 -137,726 

순이익 162,235 -463,170 -107,486 -385,486 

영업이익률 5.6% 1.7% 4.0% -4.2% 

순이익률 5.2% -13.1% -2.8% -11.6%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된 개별 기업의 사

업보고서  

 

결론적으로 현실에서의 국내기업과 선진기업간의 사업관리 역량 

및 사업성과 수준을 도식화 하면 <그림 2-2>와 같다. 국내 기업의 

사업관리 역량은 선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최근의 어닝 쇼크에서도 확인 될 수 있듯이 국내기업은 낮

은 수준의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 2-2> 사업관리역량과 사업성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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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업관리역량 및 사업성과 평가 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이론적으로 고찰한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업관리 성숙도, 사업관리역량,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표본의 설계 및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3.1. 사업관리 성숙도 평가 

PM Solut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관리 성숙도 모델을 이용하여 

성숙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PMBOK의 사업관리 지식 체계를 바탕으

로 한 10개 문항과 다섯 단계의 성숙도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을 진

행하고자 한다. 상세 문항에 대한 질문 내용들은 상위 질문 내용에 

포함시켜 단일 문항 형식으로 사업관리 성숙도를 측정하고자 하였

으며, 영문 및 국문 설문지를 작성하여 국내기업과 해외 선진기업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3-1> 사업관리 성숙도 평가 설문 문항 

질문 문항 설 명 출처 

통합관리

(integration 

management) 

프로젝트의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하

게 통합,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프

로세스 

PMI 

범위관리(scope 

management) 

필요한 업무를 정의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PMI 

시간관리(time 

management) 

프로젝트의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PMI 

비용관리(cost 

management) 

승인된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

료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PMI 

품질관리(quality 프로젝트에 주어진 요구사항을 달성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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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프로젝트에 관련된 인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PMI 

의사소통관리

(communication 

management) 

프로젝트 정보를 적절하게 생성, 취

합, 배포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PMI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프로젝트의 리스크(Risk)을 체계적으

로 식별, 분석, 대응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PMI 

조달관리

(procurement 

management) 

조직의 외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PMI 

이해관리자 관리

(stakeholder 

management)  

프로젝트 스폰서, 고객 및 기타 이

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프

로세스. 기대사항을 이해하고 이슈

사항을 처리 

PMI 

 

3.2. 사업관리 역량 평가  

인력, 조직, 프로세스 측면에서 연구자가 고안한 각각의 14개 문

항에 대해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설문 문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별된 문항들만 설문에 적용하

였으며, 사업관리역량에 대한 설문 구성 및 출처는 아래와 같다.  

<표 3-2> 사업관리역량 평가 설문 문항 

질문 문항  역량 요소  출처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의 역량  

인력, 조직,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PMI PMBOK 

공무(Planning, Cost Control, 

Change Management) 

인력, 조직,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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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 PMBOK 

설계(Engineering) 역량  인력, 조직,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석유화학플랜트 특성 

자재 (Procurement, material 

planning & control, logistic, 

warehousing) 관련 역량 

인력, 조직,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PMI PMBOK 

석유화학플랜트 특성 

외주(Sub-Contracting) 관련 

역량 

인력, 조직, 

프로세스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시공(Construction) 관련 역량  인력, 조직,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석유화학플랜트 특성 

시운전(Commissioning) 관련 

역량 

인력, 조직,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석유화학플랜트 특성 

품질(Quality) 관련 역량  인력, 조직,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PMI PMBOK  

안전(Health, Safety, 

Environmental) 관련 역량 

인력, 조직,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IT(Information Technology)관

련 역량  

인력, 조직,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석유화학플랜트 특성 

전산통합관리시스템(PMIS)23 / 

지식공유 시스템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석유화학플랜트 특성 

회사 경영층의 지원 의지(Top 

Management Support) 

인력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범위 (Scope) 관리 역량  인력  PMI PMBOK 

석유화학플랜트 특성 

성과와 보상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관련 시스

템  

인력 PMI PMBOK 

 

교육 (Training) 시스템  인력 PMI PMBOK 

본사 관리/통제, 지원 조직 관

련  

조직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본사 문제 해결 능력  조직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권한 이임(authority 조직 Chan et al, (2004), Belassi and 

                                            
23 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는 건설공사의 기
획에서 설계, 구매, 시공, 유지보수까지 건설프로젝트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화할 것을 목적으로 함(박
주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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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ion)  Tukel (1996) 

사업관리 지원 체계(정책, 절

차, 시스템) 

프로세스 Chan et al, (2004), Belassi and 

Tukel (1996)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프로세스  Donald S. Barrie(1992) 

석유화학플랜트 특성 

의사 결정 프로세스  프로세스 PMI PMBOK 

 

3.3. 사업성과 평가  

사업 성과는 고객만족, 공기, 비용, 성능 만족, 그리고 품질 5개

에 대해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설문 문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석유화학플랜트 사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별된 문항들만 설문에 적용

하였으며, 사업성과에 대한 설문 구성 및 출처는 아래와 같다.  

<표 3-3> 사업성과 평가 설문 문항 

질문 문항  출처 

고객 만족(Client satisfaction) 목표 

충족 

Baccarini (1999), Kerzner (2008) 

공기 목표(on time)를 충족 Baccarini (1999), Kerzner (2008) 

비용(cost) 및 예산 목표 (within 

budget)를 충족 

Baccarini (1999), Kerzner (2008) 

성능(performance guarantee) 목표를 

충족 

Baccarini (1999), Kerzner (2008) 

품질(Quality) 목표를 충족 Baccarini (1999), Kerzner (2008) 

 

3.4. 조사 및 평가 방법   

3.4.1 표본의 설계  

선진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였으

며, 경험의 유무가 평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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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본사직원과 현재 선진 기업과 공동운영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균등하게 나누어 설문 진행을 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었으며, 설문지는 국내기업 및 선진 기업 실무 담

당자들에게 각각 150부와 50부가 전달되었으며, 2주간의 시간을 두

어 회수하였다. 국내기업은 총 71부(43%)가 회수 되었고 선진 기업

의 경우는 총 34부(68%)기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4부를 

제외한 총 105부(52.5%)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3.4.2 자료의 분석 방법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문항의 신뢰성 및 응답

결과의 합의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 항목들이 얼마만큼

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 

(Cronbach α)24 값을 통해서 항목 간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한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응답자

들의 의견의 수렴 및 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합의도(Agreement)

를 계산하여 합의도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표

본 t-test와 대응표본 t-test를 SPSS 20.0을 사용하여 실시 하였다. 이

를 통해 설문 과정 및 설문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4 시험 문제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시험 문항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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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업관리역량 및 사업성과 평가 결과  

본 장에서는 국내기업 및 해외 선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표본의 특성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실증 분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평가와 인식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설문 결과 분석에서는 선진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갭 

분석을 통해 역량 강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 정리하였다.  

 

4.1. 설문 표본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설문 조사 표본의 특성 

 

  항 목  빈 도  비 중  

성 별  
남성 97 명 92% 

여성  8 명 8% 

평균 연령  
선진기업 47.62 세   

국내기업 42.44 세   

근속 연수 
선진기업 24.55 년   

국내기업 14.93 년   

교육 수준 
선진기업 2.56   

국내기업 2.04   

기업 유형  
선진기업 34 명 32% 

국내기업 71 명 68% 

국내기업 설문자 중 

선진회사와의 경험 유무 

경험 있음  35 명 49% 

경험 없음  36 명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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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특성을 살펴 보자면 전체 10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건설 사업의 특성상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 8명으

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선진기업이 47.6세 그리고 국내기업은 

42.4세로 나왔다. 근속연수는 선진기업의 경우 24.5년, 국내기업은 

15년으로 차이가 있다. 교육 수준을 보면 선진기업의 경우 2.5625으

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원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평균 2.04수준으로 대졸자가 대

다수 임을 알 수 있다. 선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34명을 차지하

고 있으며,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71명을 차지하고 있다. 국

내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선진기업과의 경험이 있는 직원이 

35명을 차지하며, 경험이 없는 직원이 36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4.2. 설문 결과의 타당성 및 합의도  

본 장에서는 설문 응답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측정 문

항의 신뢰성 및 응답결과의 합의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측정 도구로

서 사용된 설문 항목들이 얼마만큼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Cronbach α) 값을 통해서 항목 간 평균

적인 관계에 근거한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고려하였다. <표4-2>는 설문 문항의 분류 별로 문항 수 및 크론바흐 

알파값을 보여준다. 

 

                                            
25 2가 대학졸업, 3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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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측정 문항의 내적 일관성 

설문 문항 분류 문항 수 크론바흐 알파 

사업관리 성숙도 10 0.951 

사업관리 역량 (인력) 14 0.944 

사업관리 역량 (조직) 14 0.950 

사업관리 역량 (프로세스) 14 0.952 

사업 성과 5 0.879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 값은 0.7 이상이면, 측정 문항 간에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6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 별 

측정 항목들의 크론바흐 알파 값이 모두 0.7 이상의 매우 높은 신

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의견의 수렴 또는 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서 합의도(Agreement)를 계산하였다. 합의도는 아래 수식과 같

이 계산되며, 의견의 편차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합의도(Agreement) = 1 −	  … <수식 1> 

: 중앙값, : 1사분위수, : 3사분위수) 

<표4-3>는 응답자의 분류 별로 합의도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보여준다. 합의도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집단의 의견이 일관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응답 집단 별 합의도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집단 별로 응답이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

                                            

26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research)에서는 0.5～0.6 정도, 기초 연구
(basic research)에서는 0.8 정도, 특정한 검증 연구에서는 0.9 이상 이어
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볼 수 있다(Nunnally, 1978). 하지만 조직 
수준의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Van de Van and Ferr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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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국내기업이 응답자 수가 많고, 직급

이 다양하여 선진기업에 비해 다소 낮은 합의도 값을 가졌다고 추

정할 수 있다. 

<표 4-3> 설문 응답 결과의 합의도 

응답자 분류 합의도 평균 합의도 표준 편차 

선진기업 0.817 0.139 

국내기업 (경험유) 0.730 0.148 

국내기업 (경험무) 0.715 0.114 

 
 

4.3. 사업관리 역량 및 사업성과 평가 결과  

4.3.1. 사업관리역량과 사업관리 성숙도와의 관계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 선진기업은 사업관리 

성숙도와 사업관리역량을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반면,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사업관리성숙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역량은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  

<그림 4-1> 사업관리성숙도 및 사업관리역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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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건설기업의 경우, 사업관리 성숙도가 Level 4 이상 관리적 

단계를 넘어 최적화 단계로 발전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업관리역량도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는 사업관리 성숙도는 Level 2 구조화 

단계에서 Level 3 체계화 단계로 성장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사업관리역량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외 선진건설기업과 국내 건설기업은 사업관리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test 

검증27을 실시하였다. 사업관리성숙도 및 사업관리역량 평가 결과의 

수준 차이에 대한 독립 표본 t-test 검증 결과는 <표 4-4>과 같다. 

조사 대상 국내외 건설기업이 인식하는 사업관리성숙도의 t값은 

10.225로 사업관리성숙도의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외 건설기업이 인식하는 사업관리역량의 t값은 8.443으로 

사업관리역량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표 4-4> 기업간 사업관리성숙도 및 사업관리역량 비교분석 결과 

변수명 평 균 표준편차 t값 p값 

사업관리성숙도 

선진기업 4.091 0.560 

10.225 0.000* 
국내기업 2.856 0.587 

사업관리역량 

선진기업 4.082 0.479 

8.443 0.000* 
국내기업 3.249 0467 

*p < 0.05 

 

                                            
27 가설의 유의도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간의 평

균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t-test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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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외 건설기업의 사업관리성숙도와 사업관리역량에 관한 

인식 수준의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별로 대응 

표본 t-test를 통한 두 척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여 본 결과는 <표 

4-5>와 같았다. 조사 대상 해외 선진건설기업은 t값이 0.115로, 

사업관리성숙도와 사업관리역량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0.05) 

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조사 대상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t값이 -6.8535로 나타나, 사업관리성숙도와 

사업관리역량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0.05)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건설기업은 사업관리 수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 기업별 사업관리성숙도와 사업관리역량 비교분석 결과 

변수명 평 균 표준편차 t값 p값 

선진기업  

사업관리성숙도 4.088 0.5613 

0.115 0.909 
사업관리역량 4.079 0.4885 

국내기업    

사업관리성숙도 2.856 0.5874 

-6.8535 0.000* 
사업관리역량 3.249 0.4732 

*p < 0.05 

 

국내 건설기업 임직원이 선진기업과의 공동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관리성숙도와 사업관리역량에 관한 평가의 비교 분석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공동수행 경험이 없는 직원이 사업관리성숙도와 

사업관리역량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수행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사업관리 성숙도와 사업관리역량에 모두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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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경험에 따른 사업관리 수준 평가 결과 

<표 4-6>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 유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경험의 유무에 따른 사업관리성숙도의 t-값은 -1.288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험의 유무에 

따른 사업관리역량의 t-값은 -2.066으로 5%의 유의수준 하에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관리 역량 

평가에 대해서는 경험의 유무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다. 이는 선진 벤치마킹 대상과의 공동 

근무 또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6> 경험의 유무와 사업관리 수준 비교 분석 결과 

변수명 평 균 표준편차 t값 p값 

사업관리성숙도 

경험 유 2.766 0.634 

-1.288 0.202 
경험 무 2.944 0.532 

 사업관리역량 

경험 유 3.134 0.453 

-2.066 0.043* 
경험 무 3.361 0.47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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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사업관리성숙도와 사업성과  

국내기업과 해외 선진기업간의 사업관리성숙도와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사업관리성숙도 및 사업성과의 

평가 척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해외 선진기업은 사업관리성숙도와 

사업성과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차이는 

미미하지만 사업관리성숙도 수준(4.09)에 비해 사업성과 수준(4.04)을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이와는 상반되게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사업관리성숙도 수준(2.86)에 대비해 사업성과 수준(3.44)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 사업관리성숙도 및 사업성과 평가 결과 

 

조사 대상 국내외 기업간의 사업성과 수준에 차이를 검증한 

경과는 <표 4-7>과 같아서, 독립표본의 t-값은 5.824로 두 집단의 

사업 성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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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기업간 사업성과 인식 비교 분석 결과 

변수명 평 균 표준편차 t값 p값 

사업성과 

선진기업 4.077 0.496 

5.824 0.000* 
국내기업 3..437 0.542 

*p < 0.05 

 

조사 대상 국내 건설기업 임직원의 선진기업과의 공동수행 경험 

유무에 따른 성과 평가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 수행 경험이 없는 직원일수록 사업성과를 다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4> 경험에 따른 사업관리성숙도 및 사업성과 평가 결과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는 <표 4-8>과 같다. 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성과의 t-값은 -

0.999로 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성과 인식에는 5%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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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경험의 유무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 비교분석 결과 

변수명 평 균 표준편차 t값 p값 

사업성과  

경험 유 3.371 0.547 

-0.999 0.321 
경험 무 3.500 0.537 

*p < 0.05 

 

4.3.3. 종합 비교 분석  

<그림 4-5>는 조사 대상 국내외 건설기업의 사업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외 선진 기업의 

경우, 3가지 평가 수준이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된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사업관리성숙도, 사업관리역량, 사업성과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어,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향28을 나타냈다.  

 

<그림 4-5> 국내외 건설기업의 사업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 결과 

 

                                            
28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별도 설문을 통해 수집한 다른 국내기업(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수행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41명 대상, 사업관리 성숙도 2.81, 사업관리역량 3.15, 사업성과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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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건설기업별로 사업관리성숙도, 사업관리역량, 사업성과 

수준의 차이를 비교 검증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해외 기업의 

경우, 사업관리성숙도, 사업관리역량, 사업성과 평가 수준은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어, 일관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사업관리성숙도, 

사업관리역량,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건설기업의 사업관리 수준과 사업성과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9> 사업관리 수준과 사업성과 수준의 비교분석 결과 

변 수 명  평 균 표준편차 t값 p값 

국내기업  

사업관리 성숙도 2.856 0.587 

-8.584 0.000* 
사업성과 3.437 0.542 

사업관리 역량 3.249 0.473 

-5.006 0.000* 
사업성과 3.437 0.542 

선지기업 

 

사업관리 성숙도 4.088 0.561 

-0.584 0.839 
사업성과 4.074 0.493 

사업관리 역량 4.079 0.488 

-0.250 0.804 
사업성과 4.074 0.493 

*p < 0.05 

 

4.4. 사업관리 역량 및 사업성과 평가 분석  

평가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관리성숙도, 사업관리역량, 

사업 성과에 대한 선진기업과 국내기업은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는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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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4.1. 인식과 사업관리역량, 성과와의 관계  

 
국내기업의 경우는 사업관리 성숙도에 비해, 사업관리역량, 

사업성과를 높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선진기업과의 경험이 없는 

직원들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크게 나오고 있음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인식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실력에 비해 역량 및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과신(Overconfidence)29이 국내 기업 직원들에게 내재 되어 

있는 경향임을 확인 하였다. 최근 국내 기업의 어닝 쇼크(Earning 

Shock)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무리한 저가 수주의 배경이 

이러한 과신에 의한 낙관적인 의사 결정도 그 중 하나의 원인이 

된다. 선진기업과의 경험이 없는 직원들에게서 이러한 낙관적인 

경향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분야에 걸쳐 평균보다 높은 

점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객관적인 평가라 할 수 있는 

사업관리 성숙도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비경험 직원들의 낙관적인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는 벤치마킹 대상과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의 개선이 선행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9 자기과신의 함정(Overconfidence Trap)은 전문가, 경영자들에게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기과신에 빠진 예측자들은 자신의 정보량을 과

대평가해 새로운 정보에 소홀해지거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흔히 범

하는 오류다. (한경경제용어사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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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임직원들은 인식의 오류를 내재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식의 오류를 배제시킬 

수 있는 평가 프레임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 실제의 역량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인식30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선진 기업 수준의 역량을 

가지기 전까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의 오류 즉, 

과신하는 경향을 반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4.4.2. 사업관리역량, 성과 평가에 대한 고찰  

4.4.2.1 사업관리 성숙도 비교 

설문을 통해 확인된 선진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사업관리역량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사업관리 

성숙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기업은 Level 2 구조화 단계 

후반부에서 다음 단계인 Level 3의 체계화 단계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다. 관리 프로세스가 조직에 존재는 하지만 

조직의 표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며,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 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 확립 및 조직의 표준을 정립해 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Pennypacker, 2003). 이에 비해, 선진기업의 사업관리 

성숙도는 Level 4단계인 관리적 단계를 넘어 최고 단계인 Level 5의 

                                            
30 국내기업은 우선적으로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역량에 대한 올
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저조한 사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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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단계로 가고 있는 수준으로 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성숙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업관리역량 즉, 사업관리 성숙도를 어떻게 끌어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에서와 

같이 성숙도 평가 중 국내 기업과 선진기업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31 , 

통합관리(Integration Management) 성숙도로 확인이 되었다.  

 

 

<그림 4-6> 국내기업과 선진기업의 성숙도 갭 비교 

특히 선진기업의 리스크 관리 성숙도는 성숙도 평균 4.09보다 

월등히 높은 4.38로 국내기업의 2.56보다 무려 1.82가 높은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기업의 경우 객관적인 사업관리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업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성과도 좋게 나오는 

                                            
31 유위성, 김우영, 이영환(2014)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 관
리 역량 현황 및 시사점에서 제시한 리스크관리 역량 지수(RMCI)에서 제
시한 역량의 갭(Gap)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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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과 학계에서도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사업관리 시스템으로 체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관리 성숙도의 경우도 선진기업과 1.5점의 차이(선진기업대비 

64%의 역량 수준)를 보이고 있으며, 통합관리 성숙도의 주요 요소인 

사업관리자 32 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 33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관리자의 역량 부족이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인식(해외건설협회 글로벌 건설동향 

세미나, 2015)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부분은 품질 관리 성숙도로 국내기업도 ISO34에 의거한 품질 

관리 시스템의 체계가 이미 잡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32 Kerzner(2016)는 사업관리자의 주요 업무로 여러 활동들에 대한 조정
(coordinating) 및 통합(integrating)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행계획 
개발, 실행 변경 관리관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함.  
33 선진기업의 경우, 사업관리자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차출하고 매니지먼트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
다. 기업의 차별화된 핵심 매지니먼트 인재를 찾아 육성시키는데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으며, 경영층에서는 사업관리자에게 성과와 보상 그리고 권
함 위임을 통해 사업관리자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34  인증규격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세계 공통적으로 제정한 품질 및 환경시스템 규격으로 
ISO 9000(품질), ISO 14000(환경) 등이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ISO 
인증은 중소기업인증센터,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기관에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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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사업관리 역량 비교 

사업관리역량 요소 중 인력분야에서 선진기업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들은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Engineering) 

직원의 역량, 성과와 보상 그리고 경영층의 지원 부분으로 파악이 

되었다. 설계35 직원의 역량 부족 부분은 성공적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위해 국내기업들이 개선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계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선진기업의 경우 사업관리자(4.29)에 대한 역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관리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4-7> 국내기업과 선진기업의 인력역량 갭 비교 

                                            
35 수익성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범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게 기초
설계능력의 부족, 주요 설비기자재의 부가 가치 창출능력 부족, 글로벌 프
로젝트관리능력의 부족, 국내 경쟁사들끼리의 과당경쟁구도로 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글로벌 건설동향 세미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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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보상, 경영층의 지원36 부분은 경영층과 관련된 근본적인 

요소들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영층의 인식 전환이 선행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부분은 시공 분야37로 선진기업에 비해 

역량 차이가 가장 적게 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  

조직 분야에서 살펴보면 <그림 4-8>과 같이, 설계 조직, 본사 

조직(지원/관리/통제)38, 권한 위임(Authority Delegation) 39분야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계 조직은 설계인력에서와 

같이 근본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사 

조직(지원, 관리/통제), 권한 위임 분야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36 선진기업의 경우, 사업관리자는 문제 발생시에 경영층에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경영층에 문제를 보고해서 도

움을 요청하는 업무가 사업관리자의 주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사업관

리자의 능력 평가의 일부가 되고 있다.   
37 건설산업연구원(‘13.9), “국내 건설기업의 시공계획 및 관리업무 현

안”에서 PM 역량, 개념 / 기본 설계 능력은 선진기업과 차이가 크게 나고 

있음에 비해 시공경쟁력은 선도기업과 유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하고 있으며, 금번 설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8 연구자가 설문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질문 문항, “관리/통제를 위해 

본사에서 구성한 조직”에 대해, 선진기업에서는 이러한 본사의 관리/통제 

조직이 전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not so relevant in our world)라 의견을 

제시했었으며, 실재 연구자가 경험한 선진 기업의 경우 본사 관리/통제 시

스템은 거의 미비하며, 프로젝트에 권한 위임을 통한 자율적인 운영 시스

템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39 선진기업의 경우, 사업관리자가 구매 및 외주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 권

한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어 사업관리자가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

다. 특히 시간과 원가 그리고 수행을 고려한 균형된(Balanced) 의사 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관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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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주목되는 분야이며, 조직적인 측면에서 국내기업이 그간 

수행해 왔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국내기업과 선진기업의 조직역량 갭 비교 

본사와 단위 사업간의 지원, 관리/통제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본사의 관리, 

통제가 오히려 역량 차이를 많이 나게 하는 요소이며, 선진기업의 

권한 위임 항목의 점수(4.24)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력분야와 유사하게 차이가 가장 적게 나고 있는 

부분은 시공조직 분야로 확인이 되었으며, 자재와 품질 조직의 

경우도 차이가 적게 나고 있는 분야로 확인이 되었다.  

프로세스 분야에서 살펴보면, <그림 4-9>와 같이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사업관리 지원 체계, 설계프로세스 그리고 전산통합관리 

시스템(PMIS)40 분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40 선진기업의 전산 시스템의 경우는 3D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 구매, 시공 

그리고 시운전을 하나로 엮어 정보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검증된 상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식의 유연한 전산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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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지원 체계(정책, 절차,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 조직, 프로세스 모두 

차이가 많이 나는 분야로 확인 되었으며,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분야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현재 점점 더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어가는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산통합관리 시스템(PMIS)의 보완41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품질 

관련 프로세스는 사업관리 성숙도와 유사한 점수가 나오고 있으며, 

시스템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 4-9> 국내기업과 선진기업의 프로세스역량 갭 비교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 분야에서 살펴보면, <그림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능 만족, 비용 그리고 품질 순으로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 임직원 과신 영향으로 성과 

측면에서는 갭 비교를 통한 분석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41 PMIS도입을 통한 정보의 효과적인 공유와 활용으로 프로젝트 관리역량
이 높아질 수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박주완, 2011), 역설적으로 PMIS 개
선을 통해 사업관리역량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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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선진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객만족, 성능 그리고 품질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기와 비용 측면에서는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기 관련 점수는 3.68 점으로 역량을 

포함해서 모든 설문 문항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기업 조차도 공기42를 만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공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국내기업과 선진기업의 사업 성과 갭 비교 

                                            
42 글로벌 시장의 강성 발주자들은 입찰 시점부터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

든 매우 짧은 공기를 제시하여 공정 추진상의 리스크를 부당하게 시공자에

게 전가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며, 사업 종국에 시공자가 산정한 클레임을 

공기 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면제로 무마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김원태, CERIK 저널, 연구 노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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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의 결론  

본 장에서는 국내기업 및 해외 선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량 

평가 및 성과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해당 기업의 

사업관리역량 및 사업성과를 과신(Over-confidence)하는 인식 

오류의 경향이 있으며, 객관적인 자신의 역량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선진기업과의 경험이 부족한 임직원들에게서 

이러한 과신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사업관리역량을 과신하여 특정 사업에 실제로 요구되는 

사업관리 자원을 과소 투입하게 되는 경우, 사업 성과는 당연히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과신 성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업관리역량 

평가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국내 기업에 비해 사업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선진기업은 객관적인 역량 평가 지표로 간주되는 사업관리 

성숙도를 통한 역량 평가 지수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역량 평가 

지수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 사업관리가 



 ４９ 
 

이뤄지고 있었으며, 한층 더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문제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된다. 특히 사업관리자의 

역량과 설계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전문 영역에서 강점이 

두드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로, 국내기업이 앞으로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관리역량 

수준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업관리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의 주요한 자원 요소라 

할 수 있는 인력, 조직 그리고 프로세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업의 

내부 역량 평가의 과신에 대한 인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 마련과 함께, 국내기업과 선진기업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분야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사업관리성숙도 기준으로 4단계 이상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2. 연구결과의 시사점 

5.2.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사업관리역량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즉 인력, 

조직 그리고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성공요인 및 업무 기능별 프로세

스를 조합하면 이를 통해 사업관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업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해외 

선진 기업의 경우, 이러한 평가 체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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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러한 사업관리역량 평가의 과정에서 역량 평가 설문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응답자의 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

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사업관리 성숙도 모델의 사업관리성숙

도 측정척도는 각 수준별로 구체적인 상세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

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 측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

업관리역량 평가의 세부 항목 자체가 적정하다 하더라도 측정 척도

가 5단계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와 같은 단순 서열 척도가 활용

될 경우에는 평가자는 평가의 기준을 자의적 경험 또는 주관적 인

식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앞에서 확인된 인식의 오류 가능성이 기업의 역량을 상이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사

업관리 성숙도 평가 지표는 경쟁자에 대한 비교 잣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인 역량 평가의 체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

인되었다. 하지만, 평가 체계가  PMBOK의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하

였기 때문에, 특정 건설사업, 특히 해외 석유화학플랜트사업과 같은 

특수성 있는 경우에는 일반화된 평가 요소로 구성된 평가 체계는 

특정 사업의 특수한 사업 성공요인 및 업무 기능별 평가를 통한 개

선 방향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을 지닌다. 특히 사업관리 성숙

도 모델의 사업관리성숙도의 평가 항목의 구체성이 낮은 관계로, 평

가 결과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실현시키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

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가령 평가 결과 분석에서 살펴본 성과와 보상 

체계의 문제 또는 설계 직원의 역량 부족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업

관리 성숙도 모델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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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사업 역량 평가 프레임과 유사한 자체 개

발 방식의 역량 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는 평가 설문지 응답 양식을 

앞서 설명한 대로, 질문에 대한 응답의 인식 오류 가능성을 방지하

기 위해, 사업관리 성숙도 모델의 사업관리성숙도 평가척도와 같은 

수준별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도록 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함

을 주지해야 한다.  

 

5.2.2.  실무적 시사점  

사업관리역량의 핵심은 ‘시스템’이다.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은 

대다수가 1조원 이상의 초대형 규모이며, 발주자는 해당 사업에 관

련된 리스크를 도급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EPC60 턴키(Turn-Key)계

약의 형태로 수주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 고위험, 고난도의 사업

을 성공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관리역량은 일부 개인의 개별적 

역량에 의존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결국 인력, 조직, 프로세스 

모두가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system)’로 녹아 들어 완비되었을 때, 

사업관리의 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평가해 보려 했던 사업관리역량이란 바로 국

내 건설기업의 조직 차원의 ‘사업관리체계 구축’ 수준인 것이다. 안

타깝게도 국내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관리체계의 구축 수

                                            
60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
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
업을 뜻한다. 일괄수주를 의미하는 턴키(turn-key)와 비슷한 개념이
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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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선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국내 기업은 사업관리역량의 중대성에 대해

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사업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시급함을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

내 건설기업의 사업관리역량 평가 수준이 사업관리 성숙도 수준보

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도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관리체계

의 구축 수준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이

러한 실제보다 사업관리역량 수준을 과신하는 인식의 오류는 해당 

기업이 조직 내에 사업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소위 마스킹 효과(Masking Effects)61의 발생을 초래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일부 국내 기업의 경영진들은 국내 

기업의 사업관리역량은 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개별 인력의 역량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EPC 턴키 도급 사업에 내재

되어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따른 관리적 리스크가 과거의 단순 

시공 도급 사업 환경과 엄연히 달라져 있는 현실에 대한 잘못된 상

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수행 결과 도출된 실무

적 차원의 시사점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국내 건설기업은 사업관

리체계의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해외 석유

화학플랜트와 같은 초대형 사업(mega project)의 경우, 조직 시스템

적 차원의 사업관리역량이 확충되지 아니한다면, 최근 그리고 현재

                                            
61 크고 강한 음에 의해 어떤 음의 최저 가청한계가 상승하여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어떤 일이 다른 일에 의해 은폐되는 효과를 낼 
때에도 마스킹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두산백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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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공정 지체, 실행 원가 초과 등의 사업 수

행상의 차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 기업은 이미 선진화된 사업관리체계가 

견고히 구축되어 있으며, 취약한 부분을 찾아 고도화하는 작업의 필

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꾸준하게 시스템 개

선의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설문 조사와 관

련자와의 면담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

한 세부적인 시사점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국내 기업이 장기 생존성 및 수익성을 현재 보다 개선시키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에 근무

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과신(Over-confidence)에 대한 

개선이 향후 올바른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건설기업은 해외 유명 

선진 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사업관리역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최근의 어닝 쇼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낮은 수준의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임직원이 평가하는 사

업관리역량과 사업성과의 수준은 높게 평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5-1>과 같으며, 이러한 인식의 오류

가 최근 발생한 손실의 하나의 원인으로 규명될 수 있다. 변화의 첫 

걸음은 올바른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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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현실과 인식의 차이 

인식의 오류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이론적 시사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올바른 평가 체제의 개발과 활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사업 성공요인 및 업무 기능별 프로세스를 이용한 역량 

평가 프레임의 고안 또는 기존에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는 역량 평

가 프레임의 활용과 동시에 사업관리 성숙도처럼 객관적인 역량 평

가 모델을 병행하여 올바른 역량 평가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역량 평가를 통해 발견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

(Benchmarking) 사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

어야 한다. 해외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의 복잡성을 고려할 경우 소위 

‘보여주기’식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은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이 되었던 10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선진기업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높은 수준

의 사업관리역량을 보유하였음에도 여전히 고도화가 필요한 개선의 

영역을 찾으며 최적화(Optimizing)를 지향하는 모습을 배우지 않고서

는 진정한 발전에 대한 현실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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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기업 자신의 역량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철저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와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심정으로 아

주 사소한 결정에서 중대한 결정까지 철저하게 리스크가 고려된 의

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시 

이를 원가화하여 반영하는 실무적 관행을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에서 언급한 역량의 강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관리자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경영층

의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성과와 보상, 권한 위임

(Authority Delegation) 그리고 합리적 의사 결정 등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지켜 나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 선진 기업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실무적 모습이다. 이에 

반해 국내 기업은 과거의 상하향적(Top-down) 의사결정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내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5.3. 본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사업관리역량 및 사업 성과에 대하여 실증을 통해 사

업관리역량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식의 오류를 확인하였지만,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는 일부 원인은 확인되었지만, 과신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의 규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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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규명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에

서 발생하는 자기 과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기업 내부

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 활용했던 역량 평가 프레임의 한계로서, 각 문항 

마다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

일한 가중치(Weight)로 진행을 했다는 점이다. 각 질문 문항별로 가

중치를 적용하여 역량평가가 이뤄지면 실제와 근접한 역량 평가 결

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가중치가 반영

된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과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업관리 성숙도 평가 체계와 같이 역량 단계별 구체적 측

정(scoring)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와 같은 

서열 척도가 활용될 경우 평가자의 주관적 또는 자의적 인식이 개

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역량평가체계에 사업

관리 성숙도 모델에서 사용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측정의 객관성

을 개선시키는 평가 척도 기준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는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그 효과

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표본의 대상이 두 개 기업으로 한정이 된 점 그리고 설문 

수가 적은 관계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

단이 된다. 향후 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화된 이론의 도출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는 대내외적인 여러 요소에 의해 다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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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성과의 주요 요소로 한정한 5가지 

내용만으로는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 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해 현실과 

유사한 성과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프레임의 개발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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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지 

 

 

1. 응답자 일반 사항 
 

(1) 소속 

(    ) 

1. 현장/프로젝트 

사무소 

2. 본사  

(2) 성별 

(    ) 

1. 남   

2. 여  
(3) 연령   (       )  

(4) 학력

(    ) 

1. 고졸  

2. 대졸  

3. 석사/박사  

(5) 직종 

(    ) 

1. 사업관리 

2. 설계 

3. 구매/외주 

4. 시공  

5. 기타 

(영업, 관리) 

(6) 근속 

연수  

(  ) Year  

(  )Months   

(7) 직급  

(    ) 

1. 사원 

2. 대리 

3. 과장 

4. 차장 

5. 부장 

6. 임원 

(8) 포지션 

(    ) 

1. PD/담당임원 

2. PM/팀리더  

3. 팀멤버 

4. 지원 부서 

(9) 

Fluor와의 

JV 

경험유무 

(     ) 

1. 유 

2. 무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 조사는 국내 EPC 건설기업의 발전 방향성을 도출하는 

목적의 탐색적 선행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국내외 석유화학플랜트 EPC 건설 

기업의 사업관리역량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답변 결과는 

컴퓨터로 통계 처리되어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됨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본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 8 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응답자의 비밀이 지켜질 

것이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아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본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2017. 4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과대학 연구진 

연락처 : 010-9918-3825 

e-mail : kwangjae.park@daewooenc.com 

  - 설문 및 회신 관련 문의 연락처 : 박 광 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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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 관리 성숙도(Project Management Maturity)평가 
 

다음은 사업관리 성숙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사업 관리 역량에 대해 느낀 것, 인지한 것 또는 실행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 

척도에 맞춰 해당란에 표시(v) 또는 괄호 안에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evel 1, 초기 단계(Initial Process)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관행 및 표준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개별 프로젝트 관리자는 모든 프로세스 표준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서화가 느슨하고 임시적이며 비공식적으로 수집된다. 경영진은 

프로젝트의 정의를 이해하고 수용된 프로세스가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Level 2, 구조화 단계(Structured Process) 

많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조직에 존재하지만, 조직의 표준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조직 표준. 이러한 기본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며 관리는 

프로젝트 관리의 구현을 지원하지만, 일관된 이해, 참여 또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의 위임이 없다. 기능 관리는 더 크고 눈에 잘 띄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여하며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행된다. 데이터는 

수동으로 수집 / 상관 될 수 있지만 프로젝트 비용, 일정 및 기술적 성능을 

추적하는 기본 메트릭(Metrics)은 있다.  

Level 3, 쳬계화 단계 (Organizational standards and institutionalized process) 

모든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조직 표준으로 정립되어 있다.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최소한의 예외로 이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관리는 모든 

프로세스와 표준에 대한 공식 문서로 프로세스와 표준을 제도화 했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관리는 정기적으로 입력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합니다. 각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추어 평가되고 

관리됩니다.  

Level 4, 관리적 단계 (Managed Process) 

프로젝트는 과거 수행과 미래 기대치를 고려하여 관리됩니다. 관리 용도 효율성 

및 효과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다른 프로젝트의 영향을 판단하고 이해하며 

비용 예측, 기본 추정 및 획득 가치로부터 모든 프로젝트, 변경 사항 및 

문제점을 평가한다.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및 표준은 다른 

회사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통합된다. 프로세스와 표준이 문서화되어 있다. 

경영진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실행하고 올바른 수준에서 관리한다. 다양한 규모 / 프로젝트 

복잡성에 대한 관리 스타일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Level 5, 최적화 단계 (Optimizing Process) 

프로세스가 자리 잡고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 활동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습득 한 교훈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표준 및 문서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 및 사용된다. 관리와 조직은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행 중에 

수집 된 메트릭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조직 관리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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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우리 회사의 통합 관리(Integration Management) 성숙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 관리 계획 수립, 지시 및 관리, 감시 및 통제, 통합된 change 

관리 수행, 팀구성 등의 활동). (    ) 

①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2) 나는 우리 회사의 범위 관리(Scope Management) 성숙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Scope management 계획 수림, 사업의 요구사항,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 Scope defines, WBS 작성, 범위 통제 작업). (    ) 

①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3) 나는 우리 회사의 시간 관리(Time Management) 성숙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Schedule Management 계획 작성, 작업 정의, 작업순서배열, 활동별 

자원 산정 및 활동기간 산정, 일정 통제 및 관리 작업) (    ) 

①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4) 나는 우리 회사의 비용 관리(Cost Management) 성숙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원가 산정 및 예산 책정, 시간대비 원가 성과, 예산 초과 등의 측정, 

원가 통제 및 관리활동).(    ) 

①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5) 나는 우리 회사의 품질 관리(Quality Management) 성숙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품질 기획, 품질 보증 및 통제 활동). (    ) 

①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6) 나는 우리 회사의 인적 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성숙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인적자원 기획 및 확보, 팀원들의 역량과 협력을 위한 

노력, 팀원 성과추적 및 피드백제공, 팀원 관리). (    ) 

①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7) 나는 우리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관리(Communication Management) 성숙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기획 및 정보분배, 성과보고, 의사소통 

프로세스 관리). (    ) 

①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8) 나는 우리 회사의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성숙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Risk 관리 계획 작성, Risk 식별 및 우선순위 작성 및 수치화, 

mitigation 노력, 추적하고 감시 활동). (    ) 

①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9) 나는 우리 회사의 조달 관리 (Procurement Management) 성숙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조달 관리 계획 작성, 품목 및 조달시기와 방법 결정, 견적 및 

계약 업무, 계약 관리 및 종료 활동). (    ) 

①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10) 나는 우리 회사의 Stakeholder Management 성숙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 스폰서,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상충되는 이익을 관리하고, 참여를 조성, 지속적인 의사소통)  

 Level 1  ② Level 2 ③ Level 3 ④ Level 4 ⑤ Lev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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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관리 역량 (Project Management Capabilities) 
다음은 사업 관리 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사업 관리 역량에 대해 느낀 것, 인지한 것 또는 실행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란에 표시(v) 또는 괄호 안에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인력(Human Resource) 
 

1)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Project)에 대해 회사 경영층의 지원 의지(Top 

Management Support)가 확고하여 문제 발생시 경영층의 도움을 수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2)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선정한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의 

역량이 충분하여 사업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3)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선정한 공무(Planning, Cost Control, 

Change Management) 관련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하여 사업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4)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선정한 설계(Engineering) 관련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하여 사업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5)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선정한 자재 (Procurement, material 

planning & control, logistic, warehousing) 관련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하여 

사업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6)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선정한 외주(Sub-Contracting) 관련 직원들

의 역량이 충분하여 사업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7)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선정한 시공(Construction)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하여 사업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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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선정한 시운전(Commissioning)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하여 사업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9)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선정한 품질(Quality)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하여 사업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0)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선정한 안전(HSE)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하여 사업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1)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선정한 정보 관리 (IT)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하여 사업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2) 나는 우리 회사의 사업관리자 및 직원들이 단위 사업의 범위(Scope, 사업의 

요구사항,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을 

적절히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3) 나는 우리 회사의 성과와 보상 체계가 명확하여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4) 나는 우리 회사가 사업관리자 및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3.2. 조직 (Organization) 
 

1)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에 대해 본사 차원의 관리/통제를 위해 구성한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2)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에 대해 본사 차원의 지원(회계, 재무, 인사, 

법무)을 위해 구성한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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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3)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에 대해 본사 차원의 문제 해결(Trouble 

Shooting)을 위해 구성한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4)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5)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공무(Planning, Cost Control, 

Change Management)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6)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설계(Engineering)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7)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자재 (Procurement, material 

planning & control, logistic, warehousing)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8)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외주(Sub-Contracting)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9)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시공(Construction)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0)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시운전(Commissioning)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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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품질(Quality)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2)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안전(HSE)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3)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정보관리(IT) 조직 체계는 사업 

수행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4) 나는 우리 회사가 사업의 사업관리자 및 조직원들에게 충분한 권한 

위임(Authority Delegation)을 하여 조직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3.3. 프로세스(Process) 
 

1)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관리 지원 체계(정책, 

절차, 시스템)을 적합하게 구축하고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2)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조직의 관리 프로세스(절차, 시스템)가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3)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공무(Planning, Cost Control, Change 

Management) 조직의 관리 프로세스(절차, 시스템)가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4)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설계(Engineering) 조직의 관리 

프로세스(절차, 시스템)가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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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자재 (Procurement, material planning 

& control, logistic, warehousing) 조직의 관리 프로세스(절차, 시스템)가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6)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외주(Sub-Contracting) 조직의 관리 

프로세스(절차, 시스템)가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7)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시공(Construction) 조직의 관리 

프로세스(절차, 시스템)가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8)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시운전(Commissioning) 조직의 관리 

프로세스(절차, 시스템)가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9)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품질(Quality) 조직의 관리 

프로세스(절차, 시스템)가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0)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을 위해 구성한 안전(HSE) 조직의 관리 

프로세스(절차, 시스템)가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1)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프로젝트 사업관리에 필요한 전산 통합 관리 

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tegrated System)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2) 나는 우리 회사의 위기 관리(Risk Management) 프로세스(절차, 시스템)가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3) 나는 우리 회사가 지식 공유 시스템을 가지고서 과거 유사 프로젝트 산출물들을 

잘 공유하고 유사 사업의 학습 경험(Lessons Learned)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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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는 우리 회사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수평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4. 사업 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  
다음은 사업 수행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사업 성과에 대해 느낀 것, 인지한 것 또는 실행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란에 표시(v) 또는 괄호 안에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의 고객 만족(Client satisfaction)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2)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의 공기 목표(on time)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3)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의 원가(cost) 및 예산 목표 (within budget)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4)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의 성능(performance guarantee)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5) 나는 우리 회사가 단위 사업의 품질(Quality)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그저 그렇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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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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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관리성숙도  

 

 
 
번호 항 목 선진기업 국내기업  차이 

1 Integration Management 4.28 2.77 1.50 

2 Scope Management 4.29 2.94 1.35 

3 Time Management 3.99 2.85 1.14 

4 Cost Management 4.00 2.99 1.01 

5 Quality Management 4.09 3.14 0.95 

6 Human Resource Management 3.94 2.77 1.17 

7 Communication Management 3.89 2.82 1.08 

8 Risk Management 4.38 2.56 1.82 

9 Procurement Management 4.02 3.00 1.02 

10 Stakeholder Management  4.02 2.7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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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관리역량 – 인력  

 

 
 
번호 항 목 선진기업 국내기업  차이 

   1  경영층의 지원의지       4.32        3.24     1.08  

   2  사업관리자 역량       4.29        3.66     0.63  

   3  공무 직원 역량       4.06        3.42     0.64  

   4  설계 직원 역량       4.15        2.94     1.20  

   5  자재 직원 역량       3.91        3.35     0.56  

   6  외주 직원 역량       3.91        3.14     0.77  

   7  시공 직원 역량       4.14        3.68     0.47  

   8  시운전 직원 역량       4.13        3.13     1.01  

   9  품질 직원 역량       4.06        3.46     0.59  

  10  안전 직원 역량       4.18        3.56     0.61  

  11  IT 직원 역량       4.06        3.39     0.66  

  12  범위관리 직원 역량       4.18        3.27     0.91  

  13  성과와 보상       3.74        2.59     1.14  

  14  교육        4.03        3.37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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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관리역량 – 조직  

 

 
 
번호 항 목 선진기업 국내기업  차이 

1 본사 관리/통제       4.06        3.13     0.93  

2 본사 지원조직       4.21        3.21     0.99  

3 본사 문제해결 능력       3.85        2.94     0.91  

4 사업관리 조직       4.24        3.42     0.81  

5 공무 조직       4.06        3.34     0.72  

6 설계 조직       4.15        3.03     1.12  

7 자재 관련 조직       3.91        3.34     0.57  

8 외주 조직       3.85        3.14     0.71  

9 시공 조직       4.06        3.61     0.45  

10 시운전 조직       3.97        3.13     0.84  

11 품질 조직       4.03        3.37     0.66  

12 안전 조직       4.29        3.44     0.85  

13 IT 조직       4.08        3.28     0.81  

14 권한 위임       4.24        3.27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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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관리역량 – 프로세스  

 

 
 
번호 항 목 선진기업 국내기업 차이 

1 사업관리 지원체계 4.35 3.15 1.20 

2 사업관리 프로세스 4.26 3.25 1.01 

3 공무 프로세스 3.94 3.25 0.69 

4 설계 프로세스 4.10 3.01 1.09 

5 자재 프로세스 4.06 3.32 0.73 

6 외주 프로세스 3.90 3.10 0.81 

7 시공 프로세스 3.96 3.45 0.51 

8 시운전 프로세스 4.05 3.08 0.96 

9 품질 프로세스 3.90 3.41 0.49 

10 안전 프로세스 4.26 3.39 0.88 

11 PMIS  4.08 3.03 1.05 

12 Risk 프로세스 4.29 2.86 1.43 

13 경험 공유 프로세스 3.94 3.24 0.70 

14 의사 결정 프로세스 4.03 3.13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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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성과   

 

 
 
번호 항 목 선진기업 국내기업 차이 

1  고객 만족   4.06   3.66   0.40  

2  공기   3.68   3.17   0.51  

3  원가   3.85   3.17   0.68  

4  성능 만족   4.35   3.61   0.75  

5  품질   4.24   3.58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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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valuation model of Project Management 

Maturity,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of construction companies 

 
Kwangjae Park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verseas plant construction companies of domestic have not been 

able to meet the demand of acquired projects, leading to deterioration 

in the business balance due to the extension of the time and rising 

costs, and the company is facing a difficult crisis. These crises are 

recognized as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company's lack of 

internal performance capability, in particular, lack of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And, individual companies are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ir project management capabilities. In the academic 

world, many researchers tried to assess organizational capacity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secur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However, those research achievements were not 

effectively utilized to enhance the competence of individual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evel of project 

manage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evaluated by the employees 

of domestic and overseas construction companies who perform 

overseas oil & gas plant business and compare them in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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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To do this, along with the universal evaluation model 

(Project Management Maturity Assessment) based on the Project 

Management Maturity Model (OPM3) developed by the US Project 

Management Association (PMI), individual evaluation models tailored 

to the oil & gas plant business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ere developed and conducted surveys for 

advanced overseas construction companies and domestic construction 

company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the competence 

and performance of domestic and advanced foreign companies, 

advanced foreign companies and domestic companies showed a clear 

recognition difference. In the case of overseas advanced companies, 

project management maturity,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were evaluated at similar level, while domestic 

compani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project 

management maturity, business management capabi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Especially, it was recognized that the business 

performance level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and the project management maturity level 

of the companies evaluated by the employees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surveyed. In addition, the business 

performance level recognized by domestic construction company’s 

employe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recently announced 

realistic corporate performance level. It has been proved that there 

is a tendency of recognition error (over-confidence) in the employees 

working in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mployees of domestic 

companies need to be aware of the project management competence 

and maturity level. The project management competence required to 

succeed in these extraordinary, high-risk, and difficult-to-do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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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t dependent on the individual capabilities of some individuals. 

Ultimately, when the human resource, organization, and process are 

all integrated into one organic 'system', they can exert the effects 

of business management. In this sense, the project management 

capacity that was ultimately evaluated in this study is the level of 

'establishing a project management system' at the organizational level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Unfortunately, the current level 

of the project management system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is relatively poor compared to advanced companies. This study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f the organizational and systemic project 

management capac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are not 

expanded as the advanced companies,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will not be able to prevent any disruption in business 

operations. 

 

Keywords: Proje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Project Management Maturity, business performance, Oil & Gas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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