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responding Author : Sanghyun Kim(ksh@knu.ac..kr)
Received March 31, 2020 Revised   April 9, 2020
Accepted June 20, 2020 Published June 28, 2020

사용자 및 프로젝트 관리 위험 감소가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사용자 지식의 조절효과

이수인1, 김상현2*
1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2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mpacts of Low User and Project Management Risk on IT Project of 
Public Sector: The Moderating Effect of User Knowledge

Sooin Lee1, Sanghyun Kim2*
1Ph.D Candid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IT 프로젝트 성과를 위한 두 가지(위험 기반, 지식 기반) 주요 관점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민간부문
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공공부문 IT프로젝트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할 요인으로 사용자 지식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과에 미치는 2가지 유형의 위험(사용자 관련 위험과 프로젝트 관리 위험)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지식을 조절효과로 검증하였다. 공공기관 IT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132
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Smart PLS 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과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
은 IT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 지식은 사용자 관련 위험과 낮은 프로젝
트 관리 위험이 IT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합적 연구결과의 
반복적인 검증이자, 공공부문 IT 프로젝트에서 갖는 사용자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 사용자 지식,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성과

Abstract  We tried to do research on main views(risk and knowledge-based) and propose user 
knowledge as a factor to be manag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performanc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user-related and project management risk that affect the IT project performance, and 
verified user knowledge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respondents who have 
experience on IT Project of public sector and data were analyzed by Smart PLS 3.0. The results show 
that low user-related and project management risks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In addition, 
user knowledge has been shown to enhance the impact of two risks on performance.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user knowledge in public-sector IT projects, 
as well as the repeated verification of integrated research results.
Key Words : Low user related risk, Low project management risk, User knowledge, Public sector, IT 

projec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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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관리방법은 여전히 난제

로 남아 있다. 2015년 The Standish Group[1]은 IT 프
로젝트의 19%가 실패하고, 52%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나머지 29%의 프로젝트만이 성공리에 마무리되
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PMI[2]가 발표한 결
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이 2016년에 추진한 프
로젝트 중 실패로 분류되는 경험을 한 프로젝트의 비율
은 14%이며, 비용 상의 실패를 경험한 프로젝트의 비율
은 32%였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요인을 고민하게끔 한다. 프로젝트 성과를 위한 두 
가지 주요 흐름으로는 위험 기반 관점(the risk-based 
view)과 지식 기반 관점(the knowledge-based view)이 
있다[3]. 위험 기반 관점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요인들을 프로젝트 성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이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4]. 
그리고 지식 기반 관점은 IT 프로젝트에 있어, 지식이 중
요한 자원으로서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고 주장한다[5,6]. 그러나 2가지 흐름의 연구는 통합적
으로 연구된 바가 거의 없으며, 연구에 따라 그 유효성이 
검증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상반된 결과를 갖기도 하였다
[7-9]. 또한, 프로젝트에 관한 지식은 기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계속하여 연구[10-11]되어 왔으나, 사용자 
지식과 같이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 측면에 대해
서는 간과해 왔다. 이에 Liu[3]는 중국 기업의 민간부문 
IT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반복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민간부문의 결과가 공공에도 통용될 수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프로젝
트는 비슷하지만, 일부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에 추가적
인 예산(비용)이 투입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 예산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프로젝트 기간(시
간)이 연장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민간부문 프로젝트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사용자, 
관리자 외에도 발주기관, 상위기관, 유관기관, 예산교부
기관, 성과관리기관, 국회, NGO 등)를 갖는 공공부문 프
로젝트에서 통제 가능한 항목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3]의 한계점
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선행연구(73개)보다 많
은 프로젝트 수(132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참여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용자 지식이 성과를 높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통제 가능하며 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사용자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종 
정리한 연구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위험 기반 관점과 지식 기반 관점의 통합적 연구가 

반복적인 검증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2) 사용자 및 프로젝트 관리 위험 감소와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간의 관계에서 사용자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위 연구 질의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찾고자, 공공기관 
IT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Project)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지
만,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다. 첫째, 정해진 일정(시작·
끝)과 예산이 있다. 둘째,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고유한 목
표를 가지고 있다. 셋째, 조직(팀) 단위로 수행된다. 마지
막으로 체계적이고 조직화 된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는 점이다. 프로젝트 관리는 통합, 범위, 시간, 비용, 품
질, 인적자원, 의사소통, 위험, 조달, 이해관계자 등 10개
의 지식영역을 관리하는 47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것들은 5개의 프로세스 그룹으로 묶일 수 있다. 
프로세스 그룹은 착수, 계획, 실천, 모니터링과 통제, 종
결에 해당한다. 또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범위, 
시간, 비용, 위험, 품질에 관한 수요를 조정하는 것인 동
시에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사이에서 요구사항을 식
별하는 것이다[12].

하지만,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이
것은 결국 프로젝트가 가지는 제약사항 안에서 그 성과
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13].

2.2 프로젝트 성과
Baccarini[14]는 프로젝트 성과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하고, 하나는 프로젝트 관리 성과(Project Management 
Success)로,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 산출물 성과(Product 
Success)로 설명하였다. 이때 프로젝트 관리 성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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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간, 품질 목표가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확보되
었는지를 의미하는 데 반해, 프로젝트 산출물 성과는 최
종산출물이 갖는 효과를 의미한다. 프로젝트 관리의 성과
는 시간(Time; Period), 비용(Cost; Budget), 범위
(Scope; Quality and Functionality)의 3가지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14-17]. 통상 성공적인 프로젝
트라고 하면 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면서, 고객의 
만족을 얻어낸 프로젝트를 의미한다[18,19]. 그러나 통상
적으로 공공부문의 IT 프로젝트는 제한된 비용과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사
용자의 만족을 얻어낸 프로젝트에 해당할 때에만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본다.

Dvir & Lechler[20]는 기존 연구들이 프로젝트 관리
를 정적인 것으로만 보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실증연
구로써 계획수립의 중요성과 변경관리를 최소화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병열, 이선규[21]는 델파
이 분석과 AHP 분석을 이용하여, 정보화 프로젝트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중요도를 분석한 바 있다. 29개 
항목으로 구성된 5가지 부문 중 범위 및 요구사항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성과요인에 관한 요인 중에서도 일정과 관련
된 부분은 공공부문의 IT 프로젝트가 사실상 정해진 기
간 내에 비용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프로젝트를 종료시
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및 고객 만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본 연구는 ‘사용자 지식’이 프로젝트에 개
입될수록 위험을 낮추고, 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보았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위험 및 지식 기반 관점의 성
공 요인(낮은 사용자 및 프로젝트 관리 위험)과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성과 간 사용자 지식의 역할을 밝히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3.2 가설설정
3.2.1 위험과 성과
일반적으로 위험요인은 IT 프로젝트의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2-26]. 사용자 관련 위험은 요구사항 불확실성과 참여
도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7,27], 사용자 참여도가 높을수
록 실제 요구사항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28,29]. 이외
에도 Hung et al.[30]은 사용자 관련 위험이 높을수록 
프로젝트 성과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위험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계획과 통
제, 그리고 팀 활동의 조정을 의미하며, 이것들이 효과적
일수록 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8,9]. Liu et al.[31]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적절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성
과를 높인다고 하였으며, Wallace et al.[8]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계획과 통제, 팀 활동과 관련된 위험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은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은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위험과 성과 간 사용자 지식의 역할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 위

해 적용하는 기술, 경험, 정보, 능력의 집합”이며[32], 프
로세스와 제품에 관한 지식을 공유·활용하는 과정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33]. Spears & 
Barki[34]는 사용자 참여가 조직의 지식을 높인다고 하
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선행연구가 지식이 프로젝트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35,36]. Kirsch et al.[37]은 사용자 지식이 프로젝트의 
통제 관련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Tesch et al.[38]은 사용자 지식이 공유·활용될수록 성
과가 높다고 하였다.

프로젝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위험을 적

Fig. 1. Research model with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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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관리해야 한다. 프로젝트 성과를 판단하는 요인 중 
하나는 범위이며, 범위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자 참여가 중
요하다[39]. Tiwana & Keil[40]은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지식이 프로젝트 통제 관련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
다고 하였으며, Rustagi et al.[41]은 사용자 지식이 통
제 수준을 높여,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지식이지만, 프로세스
와 제품에 관한 사용자 지식이 공유·활용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관한 불확실성을 낮추어, 프로젝트 성과를 높
인다고 보았다. 또한, Liu[3]는 민간부문 IT 프로젝트에
서 사용자 및 프로젝트 관리 위험과 성과 간 사용자 지식
의 조절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과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성과의 관계는 사용자 지식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H4: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과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성과의 관계는 사용자 지식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측정도구 개발

설문을 위한 항목으로는 선행연구[3,8,37]에서 신뢰성
과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들을 이용하였다(부록 참조). 최
종 활용된 문항은 사용자 관련 위험 8개(요구사항위험 4, 
참여위험 4), 프로젝트 관리 위험 10개(계획과 통제위험 
5, 팀 5), 사용자 지식 3개, IT 프로젝트 성과 5개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0년 2월 한 달간 공공
부문 IT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기관(공공기관, SI 
및 감리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참여 경험이 있는 
기관에 관한 목록은 공공부문 IT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수집하였다. 총 127개 기관의 
관리자(공공부문 담당자)와 참여자(개발자, 감리사) 등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과 인터넷 설문(이메일, 구글폼)을 병
행하여, 총 132부(대면 16부, 인터넷 116부)를 분석을 
위해 활용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젝트
의 규모 및 기간, 응답자의 역할 등에 관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4.2 측정모형 및 가설검증 방법

측정모델 분석은 Wilson[42]이 제안에 따라 PLS에서 

2nd-order variable 처리 방법 중 하나인 2단계 접근법
을 사용하였다. 분석 소프트웨어는 Smart PLS 3.0을 사
용하였으며, 500회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
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
은 2개 하위요소(요구사항위험과 참여위험) 그리고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은 2개의 하위요소(계획과 통제위험 
그리고 팀위험)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측정모형 검증은 
하위요소(1차 요인)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요인(상위요소) 분석하였다.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 확보 기준은 0.7이다
[43].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집중타당성은 개별항목 요인적재값(0.7 이상), 평균분
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0.5 이상) 
그리고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0.7 이
상)를 통해 검증하였다[44].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은 각 
변수의 AVE 제곱근값과 상관계수값을 비교하여 검증하였
으며, 각 변수의 AVE 제곱근 값은 종과 횡의 상관계수값 
보다 커야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43].

측정모형 검증 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설, 즉 연구
모형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
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역시 Smart PLS 3.0을 
사용하였으며, 제안한 연구모형의 변수 간 인과관계를 판
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경로계수(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β)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의 
결정계수(R2)를 제시하였다. R2값으로 내생변수가 가지
고 있는 정보가 외생변수, 즉 영향을 주는 변수 혹은 독
립변수에 의해 얼마만큼 설명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

Category Number %

Project Size
(in thousand 

Won)

Less than 100,000 17 12.9%
100,000–500,000 39 29.5%
500,000–1,000,000 31 23.5%
More than 1,000,000 45 34.1%

Project 
Duration

(in month)

1-6 13 9.8%
7-12 29 22.0%
13-18 27 20.5%
19-24 54 40.9%
More than 25 9 6.8%

Respondent 
Role

Project Manager 74 56.1%
Project Participant 58 43.9%
Total 132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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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절변수인 사용자 지식은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4.3 측정모형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의 2개 

하위요소(요구사항위험과 참여위험) 그리고 낮은 프로젝
트 관리위험의 2개 하위요소(계획과 통제위험 그리고 팀
위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서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Alpha값은 0.769에서 0.859로 임계치인 
0.7 이상으로 1차 요소의 내적일관성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집중타당성 판단 기준인 개별항목 요
인적재값은 모든 항목이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AVE값
과 CR값 역시 기준값인 0.5와 0.7 이상으로 나타나, 집
중타당성은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Variable
Item

User-related Risk Project Manage, Risk
Req, Invol, P&C Team

r1 0.815 0.137 0.155 0.293
r2 0.767 0.099 0.291 0.173
r3 0.795 0.190 0.139 0.223
r4 0.801 0.181 -0.033 0.352
i1 0.147 0.756 0.153 0.077
i2 0.224 0.808 0.229 0.157
i3 0.071 0.795 0.089 0.362
i4 0.163 0.853 0.357 0.195

pc1 0.086 0.172 0.821 0.297
pc2 0.068 0.121 0.847 0.362
pc3 -0.109 0.116 0.914 0.400
pc4 0.233 0.068 0.891 0.196
pc5 0.151 0.188 0.746 0.224
t1 0.200 0.082 0.065 0.822
t2 0.136 0.181 0.123 0.765
t3 0.327 0.129 0.168 0.796
t4 0.211 0.250 0.305 0.808
t5 0.300 0.076 0.269 0.851

AVE 0.632 0.646 0.715 0.654
Cronbach’s

Alpha 0.769 0.812 0.859 0.799
CR 0.873 0.879 0.926 0.904

Table 2.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1st-order variables)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 검증은 Table 3에서 보여주
고 있으며, 1차 요소의 AVE 제곱근 값이 종과 횡의 변수 
간 상관계수 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 역시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 １ ２ ３ ４
1. Requirement Risk .795
2. Involvement Risk .278 .804
3. Planning and Control Risk .200 .260 .846
4. Team Risk .164 .338 .407 .809
Note: The bold numbers are the squared root of AVE.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Test(1st-order variables)

1차 요인 검증 후 상위요소(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 낮
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 사용자 지식, IT 프로젝트 성과)
에 대한 측정모형 검증하였다. 상위요소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은 1차 요인 검증과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하였으며, 
Table 4는 상위요소에 대한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검증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신뢰성 검증에 사용된 
Cronbach’s Alpha값은 0.810에서 0.861로 나타나 모
든 변수의 Alpha값이 기준값인 0.7 이상으로 상위요소
에 대한 내적일관성은 확보가 되었다. 다음으로 개별항목 
요인적재값은 0.741-0.894로 상위요소를 측정하는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AVE
와 CR값은 임계치인 0.5와 0.7 이상으로 나타나 상위요
소에 대한 집중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Item LUR LPMR UK ITPP
Req. Risk 0.811 0.140 0.158 0.296 
Invol. Risk 0.775 0.102 0.294 0.176 
P&C Risk 0.253 0.845 0.142 0.226 
Team Risk 0.079 0.741 -0.030 0.355 

uk1 0.150 0.139 0.755 0.080 
uk2 0.227 0.330 0.751 0.160 
uk3 0.074 0.154 0.808 0.365 
pp1 0.166 0.203 0.300 0.748 
pp2 0.089 0.175 0.365 0.871 
pp3 0.071 0.124 0.403 0.862 
pp4 -0.106 0.119 0.199 0.846 
pp5 0.236 0.071 0.303 0.894 
AVE 0.629 0.632 0.596 0.715

Cronbach’s
Alpha 0.810 0.844 0.861 0.820
CR 0.772 0.773 0.815 0.926

Note: LUR: low user-related risk, LPMR: low project management 
risk, UK: user knowldege, ITPP: IT project performance 

Table 4.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2ndt-order variables)

마지막으로 상위요소의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상위요소 4개의 잠재변수 AVE 제곱근 
값(0.772에서 0.846)은 종과 횡에 있는 변수 간 상관계
수 값보다 크게 나타나 상위요소에 대한 판별타당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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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 １ ２ ３ ４
1.User-related Risk .793
2. Project Management Risk .205 .795
3. User Knowledge .173 .260 .772
4. IT Project Performance .395 .428 .236 .846
Note: The bold numbers are the squared root of AVE.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Test(2nd-order variables)

4.4 구조모형 검증
하위요소와 상위요소에 대한 측정모형 검증 후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2가지 유형의 위험과 IT 프로젝트 성과 
간의 관계(H1, H2) 그리고 사용자 지식의 조절효과(H3, 
H4)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하였다. 가설검증 결
과를 살펴보면 첫째,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β=0.386, 
t=5.972)과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β=0.421, t=8.715)
은 유의수준 0.01에서 IT 프로젝트 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과 가설2는 채
택되었다. 이는 곧 IT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사용자들
의 요구사항과 참여가 IT 프로젝트 성과를 더 크게 만든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T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획과 
통제 그리고 팀 환경의 위험이 낮을수록 IT 프로젝트의 
성과는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 지식의 조절변수는 상호작용 효과를 연구모형
에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사용자 관련 위
험과 IT 프로젝트 성과의 관계는 사용자 지식 변수가 추
가됨으로 그 관계가 더 강화된다. 따라서 가설 3은 경로
계수 0.319, t-값 4.85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채택되
었다.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과 IT 프로젝트 성과 관계 
역시 사용자 지식이 추가됨으로 강화되었다(β=0.287, 
t=3.830). 따라서 가설 4는 유의수준 0.01에서 채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IT 프로젝트의 개발 내용, 

과정 그리고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용자가 
프로젝트 과정에 포함되면 IT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는 
더 증폭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검증에서 산출된 결정계수(R2)값
은 0.572로 나타났다. 이는 곧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과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 변수는 IT 프로젝트 성과의 
57.2%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다. 즉, IT 프로젝트가 가지
고 있는 정보 중 57.2%는 2가지 위험 변수의 방향과 동
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는 구조모형검
증 결과에 대해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6은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Fig. 2. Results of structural model 

5. 결론
본 연구는 프로젝트 성공 요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

요 흐름(위험 기반 관점, 지식 기반 관점)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IT 프로젝트 연
구결과가 공공부문에도 통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 및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은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Hypotheses / Path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
H1 Low User-related Risk → IT Project Performance 0.386* 5.972 Supported
H2 Low Project Management Risk → IT Project Performance 0.421* 8.715 Supported

H3
Low User-related Risk → IT Project Performance
                      ↑
       User Knowledge

0.319* 4.853 Supported

H4
Low Project Management Risk → IT Project Performance

   ↑
           User Knowledge

0.287* 3.830 Supported

Note: *: p<0.01, R2(Project Performance) = 0.572

Table 6. Summary of hypothese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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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IT 프로젝트 실행 과정
에서 이해당사자(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팀)의 역량이 
중요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적극적인 요구사항 설명과 
참여가 있을수록 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보통 공공부
문 IT 프로젝트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달
발주 및 계약을 준비하는 데에 통상 최소 2개월 이상 소
요되는 반면, 회계연도 내 자금집행을 마치기 위해서 검
수를 서두르게 되는 문제 때문에 개발 기간을 충분히 가
지지 못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45], 

둘째, 사용자 지식이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 및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과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가 IT 프
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프로세스나 구현 방법 등에 많이 
알수록 요구사항이 명확해지거나, 계획수립 및 통제에 도
움이 되므로 프로젝트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즉, 사용
자가 IT 프로젝트의 개발 관련 사항을 많이 알수록 성과
가 높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IT 프로젝트 발주 및 주관기
관은 PM 및 프로젝트팀과 소통할 적절한 사용자(사용자 
지식이 높고, 참여 의지가 높은 사용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46]. 결과
적으로 PMI[47]가 제안한 것처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지는 확대하고, 반발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다수의 연구가 위험 기반 관점과 지식 기반 관점
을 각각의 영역으로만 성과를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성과를 분석하려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부문 IT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의 결과가 일부 특성(기간, 예산, 이해관계자의 수 등)이 
다른 공공부문 IT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
하였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에서 성공한 경영기법을 참고
하여 추진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많다[48]. 이처럼 본 연구는 민간부문에서 성공한 요인을 
공공부문에서도 검증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사용자 지식이 사용자 및 
프로젝트 관리 위험을 낮추고, 성과를 높이는 데에 효과
가 있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특히 민간부문보다 이해관
계자가 많은 공공부문의 IT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고객 
및 최종사용자와의 직접 접촉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
로 대표되는 인물과의 접점을 갖는 일과 해당 인물의 역
할이 가질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첫째, 이해관계가 복잡
한 공공부문 IT 프로젝트의 특성상 응답자의 역할에 따
라, 생각하는 사용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
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에서 지칭하는 
사용자에 관한 설명을 보탤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IT 프로젝트 성과는 설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응답자의 역할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학력, 성별, 
응답자의 경력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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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 Measurement item References

User Knowledge

uk1 The user can distinguish effective and ineffective system 
development actions in the project

[3], [37]uk2 The user had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development 
process

uk3 The user had considerable knowledge about how to build and 
implement systems

User-related 
risk

Requirement 
risk

r1 Solid scope and system requirements

[3], [8]

r2 Clear system requirements
r3 Balanced system requirement
r4 System requirements identified adequately 

Involvement 
risk

i1 Users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project
i2 Users not resistant to change
i3 Sufficient user participation
i4 Users committed to the project

Low Project 
Management 

Risk

Planning & 
Control risk

pc1 Effective project planning
pc2 Adequate estimation of schedule
pc3 Project progress monitored closely enough
pc4 Effective communication
pc5 Effective project management methodology

Team risk

t1 Adequately trained development team members
t2 Experienced team members
t3 Infrequent turnover within the development team
t4 Commitment to the project among development team members
t5 Team members have specialized skills required by the project

IT Project Performance

pp1 The users perceived that the system met the intended functional 
requirements

pp2 The application developed was reliable
pp3 The system met user expectations with respect to ease of use
pp4 The system met user expectations with respect to response time
pp5 The application developed was easy to maintain

Project Size
(in thousand Won) - Less than 100,000 / 100,000–500,000 / 500,000–1,000,000 / More 

than 1,000,000
Project Duration (in month) - 1-6 / 7-12 / 13-18 / 19-24 / More than 25

Respondent Role - Project Manager / Project Participant

[Appendix] Construct and meas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