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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오민정 이사가 2019년 9월 1일자로 연세
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엘리트학부 조교수로 임용
되었다. 오민정 교수는 2018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
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글로벌엘리트학부
(Global Elite Division)은 문화컨텐츠와 경영의 융합
전공과정으로 해외에서 초중등교육을 받은 한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언어,
문화, 사회 등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
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접근방법을
갖춘 문화경영인을 육성한다. 오민정 교수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 표준에 기반하여 다양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커
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첫 학기에 한국에서 정
보가 부족한 재외국민 학생의 외국계기업 취업을 위한
스터디모임을 만들어 Amazon Japan,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 UNIQLO를
합격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협회 김승철 회장, 호주 ECU대학교의
PM 교육과정의 GAC 인증 실사팀장
참가
본 협회의 김승철 회장은 2019년 8월 10일부터 16
일까지 4박 6일간 일정으로 프로젝트관리 대학원 석
사 학위과정에 대한 PMI GAC 교육인증 심사를 위해
3인으로 구성된 심사팀을 이끌고 호주 서부의 퍼스
(Perth)에 위치한 Edith Cowan University에 현장
실사를 다녀왔다. 호주의 ECU 대학은 호주에서 최초
로 여성 정치인이 됐던 Edith Cowan 여사를 기리기
위해 창립된 대학으로 호주 서부의 Perth에 위치한 명
문 대학이다. GAC 교육인증은 미국 PMI의 글로벌인
증센터(Global Accreditation Center)가 수여하는
것으로서 프로젝트관리 학위과정이 교과목 내용, 교
육의 질, 교/강사진, 학생 복지, 시설 등에서 PMI가 요
구하는 수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현
재 세계적으로 110개가 넘는 대학교/대학원이 인증
을 받았으며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
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프로젝트경영 MBA 과정
(SPM MBA)이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 회원들 국제표준화기구 Web
Meeting에 참가

프로젝트관리 국제표준을 제정 공포하는 일을 담당
하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술위원회 (TC258) 전문
위원으로 활동하는 본 협회 회원들이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ISO/TC258 세계총회의 후속조치로 열리고 있
는 국제 Web Meeting에 참석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시간 2019년
10월 24일에 Zoom Meeting으로 진행된 Working
Group 9 회의에는 본 협회의 김승철, 김정수, 목성균
회원이 참석하여 ISO 21502 개발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하였다. 본 회의는 미주,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
전세계에서 34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노트북 컴퓨터
와 화면을 이용한 가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한국
시간 11월 22일에는 ISO/TC258 의장 자문위원회가
Zoom Meeting을 이용한 가상회의로 열려서 한국대
표로 김승철 위원이 참석하였다. 협회 회원들의 국제회
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본 협회의 활동 영역이
더 확대되고 협회의 위상도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오민정 이사, 연세대학교 미래캠
퍼스 글로벌엘리트학부 조교수 임용
오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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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업이다. 김원기 박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PRINCE2 교육을 본 협회에서 수료하였으며,
김승철 교수(본 협회 회장)의 지도로 정보시스템 품질
및 프로젝트 성과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관련 경험을 활용하여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목표로 하고 하고 있다. 이후 SI(System Integration)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 관심이 많은 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Lessons Learned 사례를 전파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제6회 PM Day (애자일 포럼 : Agility
향상을 위한 CI/CD 적용 방법)
노혜영

협회 PRINCE2 교육 및 모의시험
실시

2019년 11월 20일부터 토/일을 이용한 3일 동안
협회 교육장에서 PRINCE2 전문가자격증 교육이 실시
되었다. 교육에는 7명의 참가자가 있었으며, 교육생들
은 한국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PMI 기반의
프로젝트관리 지식체계와 많이 다른 PRINCE2의 지식
체계에 대해 학습하면서 색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였다는 평을 내놓았다. 교육을 마친 후
추 가 적 으 로 12 월 과 1 월에 걸 쳐 Foundation 과
Practitioner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로 일정을 정하
고, 또한 중간에 함께 모여 학습하면서 모의시험을 쳐
보는 기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첫 번째 모의시험을 11
월 30일에 치를 예정이다.

지난 10월 24일엔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애자
일에 관련하여 [애자일 포럼 : Agility 향상을 위한
CI/CD 적용 방법] 주제로 제6회 PM Day가 진행 되었
다. 발표자이신 현 ㈜리얼리티랩의 대표이사 용환성박
사 는 애자 일 기 법 이 비즈 니 스 민 첩성 (Business
Agility)향상과 고객만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언급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애자일 기법’이 비즈니스
민첩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보여 주었다. 또한, 다수
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통합/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 통합(CI)과 지속적 배포(CD)가
비즈니스 민첩성에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로 참석한 많은 분들이 본 세미
나를 통해 Agility 향상을 위한 CI/CD적용 방법을 알
아보는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무건 박사 제1회 인공지능(AI)
융합산업 포럼 참여
이무건

협회 김원기 박사, PRINCE2 기반으로
"LS그룹 전산 통합 프로젝트“
PM(Project Manager) 수행
김원기

본 협회 김원기 박사는(한양대 경영학박사) 2019년
11월에 착수한 "LS그룹 11개 주요 계열사(LS, LS전선,
LS산전, LS-Nikko동제련, LS엠트론, LS메탈, LS글로
벌, LS네트웍스, E1, 가온전선, 예스코) IT인프라 통합
및 정보보안 강화 프로젝트"의 총괄PM(Project
Manager)으로 선정되어 내년 2020년 5월까지 프로
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기존 LG그룹에서
계열분리되어 형성된 LS그룹의 각 계열사별로 구축*
운영되고있던 IT인프라를(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시
스템, 어플리케이션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SDN
(Software Defined Networking) 기술을 적용하여
한 곳의 IDC(Internet Data Center)로 통합하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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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정회원인 kt에 재직중인 이무건 박사가 지난
11월 23일 인천 로봇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AI
융합산 업 포럼에 참가했 다. 관련하여 손정의는
`19.7.4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
의 경험을 살려 AI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 둘째 셋째도 AI
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9.10.28일 AI정부
가 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는 2020년 AI등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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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DI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대응한 경험이 교훈
으로 참고되었을 것이다.
보상 비용, 브랜드 신뢰도 추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2천억원의 리스크 대응 비용을 투
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
제적 대응을 하지 않아 삼성SDI의 배터리가 사용된
ESS에서도 화재가 발생한다면 더 큰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삼성은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발화 사고 교
훈을 잘 참고하고 있다.

에 4.7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KT도 AI 전문기
업을 선언하고 AI 분야에 2023년까지 3천억원을 투
자하고 AI전문인력을 1천명 육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거대한 범 국가적 AI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행사는 생산관리 기술사로 구성된 공장관리기
술사회 안예환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의 취
지 설명을 맡은 한국AI협회 권영중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다. ‘AI을 요소기술로 전 산업에 어떻
게 보급해야 하느냐를 고민해 왔다. 결국에는 기술기
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AI 스타트업은 사업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고 사업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라
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
에 이를 도와 줄 AI산업컨설턴트가 필요하다.
현재 전통산업군과 AI 테크기업의 융합을 추진중인
협회는 250개의 스타트업이 소속되어 있다. 이를 도
와 줄 AI 산업컨설턴트로 이미 90여명의 석박사급 이
상 각 산업의 기술사, 경영지도사, 그리고 문화예술까
지 망라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AI 기술요소를 각 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누구도 해
보지 않은 도전적이고 리스크가 많은 프로젝트이므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글로벌 프로젝
트 전문관리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야 실패할 확률을 줄
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각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프로젝트 전문가 협
회 회원들도 AI 산업컨설턴트로 참여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재: 애자일의 진실과 오해
< 사용자 스토리는 누가 써야 할까? #2 >
용환성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작업분류체계WBS는 프로젝트
전체의 일정, 원가, 리스크를 좌우한다. 인체로 보면 척
추spine와도 같다. 그렇게 때문에 작업분류체계의 작성
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완성도가
미진할 것이나, 몇 주 혹은 몇 달을 진행해보면 고객과
수행 팀 모두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
모습이 점차 완벽해 진다.
바로 여기서 고객과 함께하는 협업의 패러독스가 발
생한다. 프로젝트 초기에 고객의 머리 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제품에 대한 전체 모습이 잡혀있지 않다. 그러
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품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고객 스스로 제품에 대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
은 계속 변하게 된다.
이 현상은 정보시스템 프로젝트가 시작된 때부터 지
금까지 수 십년 간 반복되 온 현상이다. 그래서 XP
Extreme Programming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어
버리고자 용기courage를 강조했고, 요구사항을 사용자
스토리user story라는 것을 만들어 고객이 작성하도록 하
고 있다.
왜 고객이 작성하도록 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사용자 스토리는 개발자의 언어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언어로 기술되어야 한다. 두번째
는 제품의 기능 동작은 고객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
이다. 즉, 한 기업의 제품에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담
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스토리 맵 만들기’의 저자 제프 패턴Jeff Patton
은 “유저 스토리의 목표는 더 나은 스토리를 쓰는 것이
다. 제품 개발의 목표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
고 했다. 즉, 프로젝트의 목표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늘 변할 수 있고, 애자일 팀은 그 변화에 용기를 갖고 대
응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 스토리를 고
객이 쓰길 꺼려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이다. 즉, 고객은
제품 책임자product owner 역할을 하기 싫어한다. 여기서
부터 실제 애자일 팀은 문제가 생긴다. 스크럼 마스터
나 애자일 코치 및 애자일 팀원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스토리는 고객이 쓰는 것이고 제품 책임자가
사용자 스토리를 제품 백로그product backlog로 관리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고객이 사용자 스토리 작성을 거부하
니 맨붕에 빠져버린다.

삼성SDI의 ESS화재에 대한 리스크
대응 조치

김정수

Source: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47331

삼성SDI가 자사의 배터리가 적용된 전국 1000여곳
의 ESS(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운영 사업장에 대해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수
소화시스템과 고전압·고전류를 방지하는 '3중 안전장
치' 등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
는 국내 ESS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삼성SDI의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ESS 화재에 대
한 리스크 대응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리
스크 대응 비용은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2016년 삼성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폰 '갤럭
시 노트7'의 발화사고에 삼성전자 7조5000억원,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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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애자일은 이론보다는 실천이다. 우리 모두 함께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위해 용기를 내보자.

늘 이론과 실무는 메꿔야 할 틈이 있는 법이다. 이럴
때는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몇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이
다.
첫번째 고객이 제품 책임자의 역할을 완전 거부하고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쪽에서 제품 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사용자 스
토리를 작성한다.
두번째는 첫번째와 같지만 고객 쪽에서 사용자 스토
리는 작성하지 않지만 제품 책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경우, 역시 프로젝트 수행 팀에서 제품 책임자를 선임
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고객이 아닌 수행 팀에서 제품 책임자를 선정했더라
도 최대한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은 온전히 그의 몫이
다. 이 역시도 XP에서는 고객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젝트 현장에 반드시 고객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고
객현장지원on-site customer라는 실천법을 강조했다.
세번째는 고객 쪽의 제품 책임자와 수행 팀의 제품
책임자가 함께 협업하여 제품 백로그를 만들고 함께 관
리하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만점인 방법
이지만 가장 구성되기 힘든 조합이다.
고객이 제품 책임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용자 스토리
를 작성하길 거부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한다. 고객 역시도 최종 제품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모
르기도 하고, 혹시라도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제작된 제
품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의 책임소재 때문일 것이다.
고객들도 애자일 팀과 함께 가치있는 작동하는 소프
트웨어를 함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헬렌켈러Helen Adams Keller는 “우리들에게 이론을 위한 용
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부족하다.”고 말

ISO 국제표준 개발 현황
목성균
프로젝트관리 국제표준의 기본은 2012년에 공포된
ISO 21500 입니다. 현재까지 PM 분야에서 공포된
국제표준은 프로젝트관리, 프로그램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지침 등을 포함해서 모두 7개이며 지금도 계속해
서 표준 개발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ISO 21500
은 대폭적인 개편을 거쳐 2021년 경에 ISO 21502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ISO에서 제정 및 공포되는 국제표
준은 한국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프로젝트경영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번역 및 부합화 작업을 거
치고 한국표준(KS A ISO)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우
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마켓에서 활동하려면 국제표
준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
니다.
이번 호 소식지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ISO 국제표준
과 한국표준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표 1>은 현재까지 제정,
공포, 작업 중인 표준을 보여주고 있고, <표 2>는 국제
표준의 개발단계를 약어 및 번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표 1>

<표 2>

KS Stage

Stage Name

0

예비 단계

PWI

Preliminary Work Item

예비업무항목

1

제안 단계

NP

New Work Item Proposal

신 업무항목 제안

2

작성 단계

WD

Working Draft

작업 원안

3

위원회 단계

CD

Committee Draft

위원회 원안

4

조회 단계

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 표준안-ISO

5

승인 단계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최종 국제 표준안

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공개 시방서

TS

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 시방서

TR

Technical Report

기술 보고서

IS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 표준

6

발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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