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프로세스 관리

조직 전반에 걸쳐서

프로젝트프로세스관리는다음분야에중요성을갖는다.

❐ 재재무무�새로운사업인수에필요한자금조달을위해서프로젝트프로세스를활용한다. 

❐ 인인적적자자원원�새로운훈련과개발프로그램을위하여프로젝트프로세스를활용한다.

❐ 경경 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리엔지니어링된프로세스를지원하기위한신정보시스템을설계하기위

해서프로젝트프로세스를활용한다.

❐ 마마케케팅팅�신제품의광고캠페인을설계하고전개하기위하여프로젝트프로세스를활용한다.

❐ 생생산산운운 �제품과서비스를생산하기위한신기술도입을관리하기위하여프로젝트프로세

스를활용한다.

학습목표

이장을학습한후에다음사항을할수있을것이다.

1.  성공적인프로젝트프로세스와관련한 3가지중요한활동을확인한다.

2.  프로젝트에서관련활동들의네트워크를그린다.

3.  프로젝트의기간을결정하는주공정활동을확인한다.

4.  프로젝트를기간에맞게완성할확률을계산한다.

5.  프로젝트를감독하고통제하는방법을이해한다.



Bechtel과 같은 기업은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활

동들의 일정계획을 짜고 그 진척사항을 엄격한 시간, 원가, 성과의 기준에 따라

감시하는 능력을 터득했다. 프프로로젝젝트트(project)는 일정 시작점과 종료점이 있으며 특정

의 자원배분에 대해 유일의 산출물을 내는 상호 연관된 활동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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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htel Group, Inc.(www.bechtel.com)은 102년 된

기업으로서, 연간 12.6조 달러의 건설 공사를 담당

하는, 대규모 건설업에서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다. 20세

기 초 후버 댐을 건설한 유서 깊은 기업으로서 그 후로 다

수의 철도시스템과 정유공장, 공항, 발전소를 건설해 오고

있다. Bechtel은 사막 폭풍 작전 후의 쿠웨이트의 재건축

사업을 주도 하 으며, 중국에서 건설을 정식으로 승인 받

은 최초의 미국기업이 되었

다. Bechtel의 전통적인 제

조기업고객은 Bechtel이제

시간에 맞추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Bechtel을 선택했었다. 그러

나과거의고객과는달리새

로운 고객에는 스피드로 번

하는발빠른인터넷기업

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업

들은 또 다른 Bechtel의 능

력—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능력 — 때문에

Bechtel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Webvan Group, Inc.

은 2년 안에, 330,000 평방

피트의 공간을 갖춘 유통센

터를 26개 건설하기를 원하 다. Equinix, Inc.는 컴퓨터

지문인식이 가능한 문을 갖춘 고도로 보완이 강화된 데이

터 센터를 4년 안에 전세계에 30개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

하 다. 온라인 상으로, 개조한 차를 파는 기업인

iMotors.com는 2년에걸쳐 30개의공장을건설하는요구

를 Bechtel에 하 다. 이와 같이 웹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들은 전국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나 짧은 소요시간으로 설

비를 갖추기를 원하며, 다수의 지역 건설업자들과 협상하

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싫어한다. Bechtel이 이러한

고객들의욕구를만족시켜주고있다. 

Bechtel은 적기납품과 짧은 리드타임을 염두에 두고

수주한 각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요구조건을 가진 현재 진행중인 많은 프로젝트의 복잡성

때문에 프로세스는 일정 혹

은 요구조건의 변경에 반응

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

요한 이슈이다. Bechtel 싱

가포르 지사의 서류가 태국

내의 프로젝트에 도달하는

데 평균 5일이 소요된다. 일

상적인 정보의 요청에서부

터 정 한 건축도안까지, 그

것이 복사되어서 팩스나 우

편으로 송부하는 데 불필요

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프로젝트 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Bechtel는 전자적으로 프로

젝트정보를제공할수있는웹기반커뮤니케이션시스템

을 만들었다. 프로젝트팀의 구성원들은 프로젝트 계획, 공

정보고서, 도안, 메시지를 팩스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웹

사이트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이슈에 대

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Bechtel의

경쟁적우위가강화되었다.

Bechtel Group은 서구에서 가장 큰 댐인

Hoover Dam의 건설 계약자 다. Colorado

River에 있는 이 댐은 13억 4500만 와트의 전

기 생산능력이있다.

프프로로젝젝트트
일정 시작점과 종료
점이 있으며 특정의
자원배분에대해유
일의 산출물을 내는
상호 연관된 활동들
의집합



프로세스에서의 전형적인 경쟁우위요소에는 적기납품과 고객화가 포함된다(제2장

“프로세스관리” 참조). 프로젝트프로세스는어떤프로젝트를완성하기위한수단이다.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프로젝트는 종종 다양한

전문적 기술과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조직이 관여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

각의 프로젝트는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라 해도, 프로젝트 프로세스 상에서 기술과 자

원의 새로운 조합을 요구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나 경쟁자

의 행동과 같은 불확실성은 프로젝트의 특징을 바꿀 수 있으며 대응책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그 자체가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프로세

스 상의 인력, 원료, 설비는 특정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것

이고 완료 후에는 해산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프로젝트 프로세스 관리와

관련된 3가지 주요한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프로젝트의 정의와 조직화, 프로젝트 계

획, 프로젝트감독과통제가그것이다.

프로젝트의정의와조직화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그 범위, 목적, 과업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성

공적인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먼저 프로젝트의 조직을 이해하고 또한 프로젝트의 완수

에 참여하는 인력이 어떻게 협력하여 작업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본 절에

서는 프로젝트 관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2가지 활동에 대해서 논의한다. 프로젝트

관리자와팀의선정, 범위와목적의정의가그것이다.

프로젝트관리자와팀의선정

프로젝트 관리자는 훌륭한 동기 부여자이면서 선생님이고 동시에 의사소통 전달자이

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상이한 활동과 업무들을 다양한 배경의 인력과 함께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보아야 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

젝트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의

무가 있다. 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여야 하고, 필요한 훈련을 제공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만약 일

정이계획을맞추지못하는위태로운경우에는적합한조치를취해야한다.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이끄는 사람들의 그룹이다. 팀의 멤버들은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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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재무, 회계, 생산운 등의 내부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고객이나 공

급업체와 같은 외부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누구를 팀의 구성원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마찬가지로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예를 들어, 프로젝트 계획의 수립, 특정 과업의 수행, 진행상황과 문제점 보고

등—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팀의 크기와 구성은 프로젝트 진행 중에

변할수있다.

프로젝트범위와목적의정의

프로젝트의 범위, 시간일정, 자원의 배분에 대한 철저한 기술은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범위에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간결하게 표

현하고, 기대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프로젝트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주요 산출물로

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관리자의 주요 관

심사가 된다. 각각의 산출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활동이 있으며, 따라서 일

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그 범위를 자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의 범위를 변경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비용이 증가되고 완성일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범위의 변경을 범위의 서행(scope creep)이라고 부르며, 많은 경

우프로젝트실패의주요원인이된다.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1

분기까지’는 많은 경우 너무 모호한 표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2005년 1분기의

첫 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자는 마지막 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설정한 단지 하나의 목표로만 인식되어야 하지만, ‘대금청구 프

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이 2005년 1월 1일까지 완성되어야 함’과 같이 시간일정이 아

주구체화되어야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의 배분을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구체화 한다는 것은 어려

운 일이지만, 이는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원의 배분

은 금액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인력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자원배분을 $250,000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자원’과 같은 표현은 피해

야 한다. 왜냐하면, 너무 모호하고 실제로 자원이 충분치 않을 때에도 마치 충분한 것

으로 함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자원배분에 대한 기술은 프로젝

트를진행하면서그범위의조정을가능하게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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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계획

프로젝트가 정의되고 프로젝트 프로세스가 조직화되면, 팀은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수행해야 할 구체적 과업과 그 완료일정을 명확히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프로

젝트의계획에는다음과같은 5단계의절차가요구된다. 

1..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를정의한다. 

2.. 네트워크형태로도형화한다.

3.. 일정계획을수립한다.

4.. 비용과시간의교환관계를분석한다.

5.. 위험요소를평가한다.

작업분할구조의정의

작작업업분분할할구구조조(WBS ; work breakdown structure)는 완료되어야 하는 모든 작업의 설명서

이다. 아마도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한 요인은 프로젝트의 성공

적 완료와 관련된 업무의 누락일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팀과 긴 히 협조하여

모든 업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과업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팀은 업

무들을 계층구조로 작성하게 되는데, 주 업무요소들을 작은 과업들로 분해하게 된다.

모든 주요업무들을 WBS에 포함시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

젝트의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직접 고객에게 배달하는 프로세스

를 개선하는프로젝트에 창고건설을주 활동으로하고 그하부활동으로서기초공사와

전기배선과 같이 건설관련 업무들을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창고의 최후 승인

이나 최종 보고서의 작성과 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업무들이 쉽게 간과되어 프로

젝트의완료시기에 향을줄수있다. 

활활동동(activity)이란 프로젝트 관리자가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소비

하는 업무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작업분할구조에서의 각 활동은 그 작업 수행

의 책임을 지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 작업의 주인의식은 활동의 수행에서 있을 수 있

는 혼란을 피하게 해주며, 적기완료를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팀은 업

무를 팀원에게 할당하는 명확한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할당은 민주적(팀의 합

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독단적(프로젝트 관리자)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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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업업분분할할구구조조(WBS) 
완료되어야 하는 모
든작업의설명서

활활동동
프로젝트 관리자가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는 업무의 가
장작은단위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
구들은무엇인가?



네트워크의도형화

네트워크에 의한계획방법은 프로젝트관리자가프로젝트를 감독하고통제하는 데도

움이 된다. 이 방법은 프로젝트를 상호 연관된 활동들의 조합으로 취급하며, 이들 활

동들의 관계를 노드(원)와 아크(화살표)를 이용하여 네네트트워워크크 도도형형으로 시각화한다. 두

가지 네트워크 계획기법이 1950년대에 개발되었다. 프프로로그그램램 평평가가와와 검검토토 기기법법(PERT ;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은 미 해군의 폴라리스 미사일 프로젝트를 위

해 개발되었으며, 이것은 3,000명의 개별 계약자와 공급업자들이 연관된 것이었다.

주주 경경로로 기기법법(CPM ; path method)은 화학처리 공장에서 유지보수를 위한 일정관리의

수단으로서 개발되었다. 초창기에는 PERT와 CPM이 활동의 소요시간 예측치를 다루

는 방법이 달랐지만, 오늘날에는 그 차이가 미미하게 되었다.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는, PERT와 CPM을 통합하여 PERT/CPM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 기법들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다음과같은여러가지혜택을제공한다. 

1.. 프로젝트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은 프로젝트 팀으로 하여금 필요

한데이터를확인, 조직화하고, 활동들사이의상호연관성을규명하게만든다. 

2.. 네트워크는 프로젝트 관리자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완성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 다른 일들을 계획하거나 고객과 공급업자와 계약협상을 진행하는 데 도

움을줄수있다.

3.. 보고서는 일정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에 중요한 활동들을 강조해 준

다. 또한, 보고서는 전체 프로젝트의 완료기일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지연

될수있는활동들을알려주어자원을보다중요한활동에돌릴수있게해준다. 

4.. 네트워크 방법은 프로젝트 관리자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의 교환관계를 분석할

수있도록해준다. 

선행관계의 결정 프로젝트를 네트워크로 도형화하기 위해서는 활동간의 선행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선선행행관관계계(precedence relationship)는 활동들을 착수하는 순서를 결정짓

는 관계를 말한다. 즉, 어떤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활동을 시작할 수 없다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역회의를 알리는 책자는 그 책자가 인쇄(활동 B)되기 전

에 먼저 프로그램 위원회(활동 A)에 의해 디자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활동 A가

반드시 활동 B에 우선해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이런 과정은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선행관계가 잘못되거나 누락되면 지연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선행관계는네트워크도형으로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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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트트워워크크 도도형형
네트워크 계획 기법
으로서 활동들의 상
호관계를 노드(원)와
아크(화살표)를 이용
하여표현

프프로로그그램램 평평가가와와 검검
토토기기법법
3,000명의 개별 계
약자와 공급업자들
이연관되었던미해
군의 폴라리스 미사
일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되었던 네트워
크계획기법

주주경경로로 기기법법
1950년에 Remington
-Rand의 J.F. Kelly와
Du Pont의 M. R.
Walker가 화학처리
공장에서 유지보수
를 위한 일정관리의
수단으로서 개발한
네트워크계획기법

선선행행관관계계
활동들을 착수하는
순서를 결정짓는 관
계를 말하며, 어떤
활동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다른 활동을
시작할 수 없다는
관계



ACTIVITY-ON-NODE(AON) 네트워크 네트워크 도형을 작성하는 데 유용한 접근방법으

로서 AON 네네트트워워크크이 있으며, 여기서는 활동들을 노드(node)로 표시하고 활동들의 선

행관계를 아크(arc)로 표시한다. 이 접근방법은 활동 중심(activity oriented)의 방법이

다. 여기서는 선행관계에 의해서 한 활동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행활동들이 완

료되어야 한다. 화살표는 선행관계를 표시하며 화살표의 방향은 활동들의 순서를 나

타낸다. AON 네트워크 방법 하에서는, 선행활동이 없는 활동이 여러 개 있으면 이들

모두를 ‘시작’이라 불리는 노드로부터 출발하도록 그린다. 그리고, 후행활동이 없는

활동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 활동들을 ‘종료’라고 불리는 노드로 모두 귀결되게

한다. 본 서에서는 조립라인을 설명하기 위해 AON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제7장 “입지선정과설비배치” 참조)

예제 3.1 병원프로젝트도형화

Benjamin 카운티에 좀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t. Adolf’s Hospital 병원은 현재

의 Christofer에서 지금은 의료시설이 없는 교외인 Northville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계

획에는 병원건설과 운 준비가 포함된다. 이 병원의 이사인 Judy Kramer는 다음 주로 예정

되어 있는 COHB(Central Ohio Hospital Board)앞에서의 제안 프로젝트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이 청문회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시간과 비용 추정치를 포함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사항을검토하게될것이다. 

팀의 도움으로 Kramer는 11가지의 주요활동으로 구성된 작업분할구조를 작성하 다. 또

한, 팀은 다음 표와 같이 각 활동에 대한 직전선행활동들을 구체화하 다. 네트워크 도형을

그려라.

프로젝트계획 89

활동 설명 선행활동

A 행정직과의료인력선발 —

B 부지선정과부지조사 —

C 장비선정 A

D 최종건설계획서와배치도마련 B

E 부지에수도와전기연결 B

F 간호사, 지원인력, 보수와경비직에의지원자인터뷰와충원 A

G 장비구입과배달 C

H 병원건설 D

I 정보시스템개발 A

J 장비설치 E, G, H

K 간호사와 지원인력의 훈련 F, I, J

AON 네네트트워워크크
네트워크 도형을 그
리는 방법으로서 활
동들을 노드(node)
로 표시하고 활동들
의 선행관계를 아크
(arc)로표시



풀이

Kramer가 확인한 11가지 활동과 그 선행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한 병원 프로젝트의 AON네

트워크를 그림 3.1에서 보여주고 있다. 활동은 원으로 표시하고, 화살표로는 활동들의 수행

순서를보여주고있다. 숫자는주(week)로표현한활동의예상소요기간을의미한다. 

활동 A와 B는 바로 직전선행활동이 없기 때문에 ‘시작’으로부터 출발한다. 활동 A에서부터

활동 C, F, I로 연결하는 화살표는 이 3가지 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활동 A가 완료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활동 D와 E를 시작하기 전에 활동 B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른 부

분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 활동 K는 후행 작업이 없기 때문에 ‘종료’로 이어진다.

시작과 종료는 실제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네트워크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

낸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팀으로 하여금

필요한 활동을 인식하고 선행관계를 확인하도록 만든다. 만약 이와 같은 사전 계획활

동을건너띄면예상치못한지연이발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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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활동의소요시간을함께표시한 St. Adolf’s Hospital 프로젝트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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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의수립

다음으로, 프로젝트팀은 활동의 소요시간을 추정해야 한다. 동일한 활동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면 시간추정은 상대적으로 확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상시간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실제 활

동 소요시간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학생용

CD-ROM의 보론 C “Measuring Output Rates” 참조). 두 번째로는 만약 활동이 반복

되면서 소요시간이 향상되었다면 학습곡선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학생용 CD-ROM의 보론 D “Learning Curve Analysis” 참조).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시간은 종종 과거 유사경험에 기초한 경 자의 의견을 이용하여 추

정한다(제9장 “수요예측” 참조). 만약 추정에 있어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 한다면,

활동시간의 확률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네트워크에 불확실성을 포함시키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험측정을 논의할 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활동소요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3.1에서의 각 활동에 대한 예상

시간을사용하고자한다. 

프로젝트 관리에서 중요한 측면은 완료시간을 추정하는 것이다. 만약 병원 이전 프

로젝트의 각 활동이 한 번에 한 활동씩 순차적으로 행해진다면 완료시간은 모든 활동

의 시간을 합산한 값, 즉 175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림 3.1에서 보듯이 충분한 자

원이 공급된다면 몇몇 활동들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프로젝트의 시작과 종료

사이에 있는 활동들의 연결선 각각을 경경로로(path)라고 한다. 병원 이전 프로젝트의 네트

워크는 5개의 경로를 갖고 있다 . 즉 , A�I�K, A�F�K, A�C�G�J�K,

B�D�H�J�K, B�E�J�K 들이다. 주주 경경로로(critical path)는 프로젝트의 시작과 종료

사이 활동들의 연결선 중에서 완료시간이 가장 긴 경로를 일컫는다. 따라서, 주 경로

상의 활동들이 프로젝트의 완료시간을 결정짓는다. 즉, 주 경로 중의 한 활동이 지연

되면, 전체 프로젝트가 지연된다. 병원 프로젝트 네트워크에서 경로별 예상시간은 다

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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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정시간(주)

A�F�K 28

A�I�K 33

A�C�G�J�K 67

B�D�H�J�K 69

B�E�J�K 43

어떤 활동이 전체
프로젝트의소요시
간을결정짓는가?

경경로로
프로젝트의 시작과
종료사이에있는활
동들의연결

주주경경로로
프로젝트의 시작과
종료 사이 활동들의
연결선 중에서 완료
시간이가장긴경로



B�D�H�J�K의 활동연결선은 완료까지 69주가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가장긴경로이므로주경로이고, 그림 3.1에서붉은선으로표시되어있다. 

주 경로가 프로젝트의 완료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Judy Kramer와 프로젝트 팀은

이들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1개 이상의 주 경로를 가질 수

있다. 만약 활동 A, C 또는 G 중의 하나가 2주만큼 더 걸리게 되면 A�C�G�J�K가

두 번째 주 경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 경로가 아닌 활동들이 지체가 되더라도 전

체프로젝트가지연될수있음을알아야한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주 경로를 찾는 것이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쉽지만, 대규

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컴퓨터는 활동의 여유시간을 계

산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준비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감독

할 수 있게 해준다. 활활동동여여유유시시간간(activity slack)은 전체 프로젝트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

으면서 어떤 활동이 지연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말한다. 주 경로 상에 있는 활동들

은 여유시간이 0이다. 관리자는 여유시간이 없거나 아주 작은 활동들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면 전체 프로젝트의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독려해야 할 활동들을

식별할 수 있다. 활동여유시간은 각 활동별로 다음의 4가지 시간치를 이용하여 계산

된다. 최조(最早)시작시간, 최조(最早)완료시간, 최지(最遲)시작시간, 최지(最遲)완료시

간이그것이다.

최조시작시간과최조완료시간 최조시작시간과최조완료시간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최최조조완완료료시시간간(EF ; earliest finish time)은 최조시작시간과 예상소요시간 t의 합이다.

즉, EF � ES � t

최최조조시시작작시시간간(ES ; earliest start time)은 직전 선행활동의 최조완료시간과 같다. 직전

선행활동이 여러 개일 때의 ES는 선행활동들의 최조완료시간 중에서 가장 늦은

것과같다. 

전체프로젝트의경과시간은주경로상의마지막활동의 EF로결정한다.

최지시작시간과 최지완료시간 최지시작시간과 최지완료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종료 노

드로부터 역순으로 계산한다. 먼저, 프로젝트의 최지완료시간을 주 경로 상의 마지막

활동의최조완료시간과동일하게정한다.  

최최지지완완료료시시간간(LF ; latest finish time)은 직후 활동의 최지시작시간과 같다. 직후 활

동이 여러 개 있으면 LF는 직후 활동들의 최지시작시간 중에서 가장 빠른 것과

같다. 

92 제제 3 장장 프로젝트프로세스관리

활활동동여여유유시시간간
전체 프로젝트 시간
을 지연시키지 않으
면서어떤활동이지
연될수있는최대의
시간

최최조조완완료료시시간간
최조시작시간과 예
상소요시간 t의 합,
즉, EF � ES � t

최최조조시시작작시시간간
직전 선행활동의 최
조완료시간

최최지지완완료료시시간간
직후 활동의 최지시
작시간



최최지지시시간간시시간간(LS ; latest start time)은 최지완료시간에서 예상소요시간을 뺀 값이다.

즉, LS � LF � t

예제 3.2 활동들의시작과완료시간계산

병원 이전 프로젝트의 ES, EF, LS, LF를 구하라.  Kramer는 어떤 활동을 즉시 시작해야 하는

가? 

풀이

최조시작시간과 최조완료시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작’ 노드를 시간 0에서 시작한다. 활동

A와 B가 선행 활동이 없으므로 이들 활동의 최조시작시간은 0이다. 이들 활동의 최조완료시

간은

EFA � 0 � 12 � 12   그리고 EFB � 0 � 9 � 9

활동 I, F, C의최조시작시간이활동 A의최조완료시간이므로,

ESI � 12,   ESF � 12,   그리고 ESC � 12

이와마찬가지로, 

ESD � 9   그리고 ESE � 9 

이들 ES값을 그림 3.2에서와 같이 네트워크 도형에 표시하고 나서 활동 I, F, C, D, E의 EF

시간을정한다.

EFI � 12�15�27,   EFF � 12�10 � 22,   EFC � 12�10 � 22 

EFD � 9�10 � 19,   그리고 EFE � 9�24 � 33

활동 G의최조시작시간은모든직전선행활동들의 EF 시간중에서가장늦은값이다. 따라서,

ESG � EFC � 22   ESH � EFD � 19

EFG � ESG � t � 22 � 35 � 57 

EFH � ESH � t � 19 � 40 � 59

활동 J는 여러 개의 선행활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 J가 가장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선행활동들의 EF 시간(EFG, EFH, EFE) 중에서 가장 느린 시간이다. 따라서, EFJ � 59 � 4 �

63. 마찬가지로, ESK � 63 이고 EFK � 63 � 6 � 69 이다. 활동 K가 주 경로에서 가장 마지

막 활동이므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가장 빠른 시간은 69주가 된다. 모든 활동들의 최조시

프로젝트계획 93

최최지지시시간간시시간간
최지완료시간에서
예상소요시간을 뺀
값, 즉, LS � LF � t



작시간과최조완료시간이그림 3.2에표시되어있다.

최지시작시간과 최지완료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활동 K의 최지완료시간을 69주로 놓

고시작한다. 따라서, 활동 K의최지시작시간은; 

LSK � LFK � t � 69 � 6 � 63

만약에 활동 K의 시작시간이 63주보다 늦지 않으려면 그의 모든 선행활동들이 이 시간보다

늦지않게종료되어야한다. 따라서,

LFI � 63,   LEF � 63,   그리고 LFJ � 63

이들활동들의최지시작시간은그림 3.2에표시되어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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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활동여유시간계산을위한자료와함께보여주는병원프로젝트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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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 63 � 15 � 48,   LSF � 63 � 10 � 53,   그리고 LSJ � 63 � 4 � 59  

LSJ를구한후에는활동 J의직전선행활동들의최지시작시간을계산할수있다. 

LSG � 59 � 35 � 24,   LSH � 59 � 40 � 19,   그리고 LSE � 59 � 24 � 35

마찬가지로, 이제활동 C와 D의최지시작시간을계산할수있다.

LSC � 24 � 10 � 14   그리고 LSD � 19 � 10 � 9

활동 A는 직후활동이 1개 이상 있다. I, F, 그리고 C. 이들의 최지시작시간 중에서 가장 빠른

값이활동 C의 14이다. 따라서,

LSA � 14 � 12 � 2

비슷한 방법으로, 활동 B에게는 2개의 직후활동으로 활동 D와 E가 있다. 이들 활동의 최지

시작시간중에서가장빠른것이 9 이므로,

LSB � 9 � 9 � 0

의사결정 프로젝트의 일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조시작시간이나 최지시작시간 어느

것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Kramer는 활동 B의 최지시작시간이 0이므로 지금 즉시

활동 B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69주까지 완료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활동의 LS가 ES보다 크다면 그 활동은 ES와 LS 사이의 어떤 시각에라도 계획될 수 있

다. 활동 E가 그러한 경우로서 9주와 35주 사이에 어느 시점에라도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을 잡을 수 있다. 모든 활동들의 최조시작시간, 최조완료시간, 최

지시작시간과최지완료시간이그림 3.2에표시되어있다. ❐

프로젝트 일정계획 프로젝트 관리자는 종종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활동들을 선행관계와 예상소요시간과 함께 시간축 위에 표시한다. 그 결과 도표를

간간트트 차차트트(Gantt chart)라고 부른다. 그림 3.3은 병원 프로젝트의 간트 차트를

Microsoft Project 2000 —프로젝트 관리의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로서 Interactive Web

사이트에서 접해볼 수 있다—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 경

로는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차트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것

이고 또 언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예제에서의 일정계획

은 모든 활동들이 그들의 최조시작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간트 차트는 직감적

이고작성하는것이용이해서흔히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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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여유시간 여유시간에 대한 정보는 면 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활동들이 무엇인지

를 강조해주므로 매우 유용하다. 활동의 여유시간은 전체 프로젝트가 연기되기 이전

에 어떤 활동에게 허용되는 일정 지체의 정도를 나타낸다. 주 경로 상의 활동들은 그

여유시간이 0이다. 어떤 활동의 예상소요시간이 초과되거나 자원의 가용성 이유로 그

활동이 지연되어야 할 때 그 활동의 여유시간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병원 프로젝트

의 예에서 활동 G의 여유시간이 2주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장비에 대한 주문이 그

활동의 최조시작시간인 제22주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자. 만약에 공급업체가 평소의

납기에 비해 2주일이 지체될 것이라고 알려왔다면, 이 활동의 소요시간이 37주일이

되고, 모든 여유시간을 소비하면서 활동 G를 주 경로 활동으로 만든다. 관리자는 전

체 프로젝트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이 장비의 납기를 면 히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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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일정계획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유시간을 활용하기도 한다. 여

유시간에 대한 정보는 프로젝트 팀으로 하여금 자원의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일한 프로젝트 내의 여러 활동들에 사용되는 자원들은 여유시간

이있는활동으로부터일정계획에뒤진활동으로그자원을돌려서사용할수있다. 

활동의 여유시간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어떤 활동의 총총여여유유시시간간(total slack)은 그

선행활동들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 계산은 다음의 2가지 중 한 방법으로 계산

된다. 

S � LS � ES   혹은 S � LF � EF

자자유유여여유유시시간간(free slack)은 어떤 활동이 그 직후 활동의 최조시작시간을 연기시키지

않으면서 늦춰질 수 있는 최조완료시간의 정도를 말한다. 이 2가지 유형의 차이점은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어떤 활동이 총여유시간은 있으면서

자유여유시간이 없다면 시작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다른 활동들의 여유시간에

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자유여유시간이 있는 활동은 그 시작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다

른활동의일정에 향을주지않게된다. 

예제 3.3 활동여유시간의계산

병원프로젝트에서활동들의여유시간을그림 3.2의자료를사용하여구하라.

풀이

Microsoft Project 2000에 의한 다음과 같은 표가 각 활동의 총여유시간과 자유여유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에 의하면 활동 B, D, H, J, 그리고 K가 여유시간이 0 이므로 주 경

로상에있는활동들이다.

의사결정 한 활동의 총여유시간은 선행활동의 성과에 달려 있다. 만약 프로젝트팀이 활동

A를 즉시 시작하지 않고 2주째에 시작한다면, 활동 C, G의 총여유시간은 0이 된다. 그러므

로, 총여유시간은 특정경로의 모든 활동들이 공유한다. 또한 표에 의하면 자유여유시간을 가

진 활동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활동 G가 2주의 자유여유시간을 갖고 있다. 활동 G가 시

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22주까지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었고 또한 장비의 공급업체가 2

주의 납기연장을 요구하 다면 프로젝트팀은 이 같은 연장이 다른 활동들의 일정에 향을

주지않는다는것을알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활동 G는주경로상에있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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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 EF로계산된다.

자자유유여여유유시시간간
어떤활동이그직후
활동의 최조시작시
간을 연기시키지 않
으면서늦춰질수있
는 최조완료시간의
정도



비용-시간의교환관계분석

비용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일정계획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하

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현실적으로 자각해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간에 교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교대근무를 실시하면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를 예정보다 일찍 완료활 수 있다. 프로젝트를 빨리 완료함으로써 추가

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행동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총프로젝트비용은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 위약금의 합이다. 이러한 비용은 활동소요시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직접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 있는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관리자는 초과근무, 인력, 장비와 같은 직접 자원을 추가로 사용함

으로써 개별활동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간접비용은 관리비용,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그리고 총프로젝트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피할 수 있는 변동간접비를 포

함한다. 프로젝트의 소요기간이 짧을수록 이런 간접비용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프

로젝트 완료가 설정된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조기에 완료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프로젝트 완료시간과 총프로젝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단축(crashing)

혹은 촉진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절의 경 사례는 프로젝트의 위약금이 얼

마나심각할수있는지를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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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병원프로젝트에대하여활동여유시간을보여주는일정계획표

프로젝트 계획기
법이 비용통제의
잠재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며 또한
고객에게 보다 나
은 서비스를 어떻
게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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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여객철도회사로 알려진 Amtrak(www.amtrak.com)은 연

간 매출이 18.4억 달러인 연방회사이며, 그 임무는 여객들에

게 주요도시로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객들은 목

적지까지 가기 위하여 비행기, 버스, 자동차, 그리고 철도를

이용할수있기때문에운송산업에서의경쟁은치열한다. 북동

부 지역 운송서비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Amtrak은

1996년에 Acela Regional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1999년

12월까지 Boston과 Washington, DC 사이에 고속 전기철도

를 가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철

도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것도 포함되었는데, 특히 New

Haven과 Boston 사이의 156마일에 이르는 철도를 개선하고

자 하 다. Amtrak과 그 계약업체들은 12,200개의 케이블 기

둥을 세우고, 3개 주에 걸쳐서 1,550마일의 전기선을 설치하

고, 25개의 전력소를 건설하 다. 또한, Amtrak은 115마일의

철로를 설치하고, 455,000개의 콘크리트 침목을 깔고

500,000톤의 자갈을 부어서 기존의 디젤 기술로 달성할 수 있

는것보다신속한가속과높은속도로운행할수있게하 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Acela Express 차량으로서, 시간당

150마일로 운행할 수 있고, 내부의 좌석마다 현대풍의 전기

잭과 음료를 따를 수 있는 수도꼭지와 같은 부가시설을 갖추

는 것이었다. 각 차량은 2개의 동력차량, 비즈니스 클래스 차

량 1개, 보통 클래스 차량 6개, 그리고 식당 차량으로 구성된

다. 1999년 9월에 Amtrak은 프로젝트의 전기 부분은 일정대

로 진행되지만 20개의 동력차량 납품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았

다. 동력차량의 개발은 2개의 회사로 구성된 컨서시움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되었으며, 1996년에 시작하여 일정대로 진행되

다가 한 테스트에서 바퀴의 마모가 지나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추가적인설계와테스트가약속납기일을수개월지체

되게 하 다. 동력차량이 없이는 Amtrak은 차량과 전기 부분

을 예정대로 테스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신규서비스의 개

시가 지연되어야만 했으며, 그 결과로 Amtrak은 수익을 상실

하게되었다. 

Amtrak과 컨서시움 사이의 계약은 동력차량의 납기지연에

대한 위약조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위약금은 차량당 매일

1,000달러부터 시작되며 지연이 계속될수록 차량당 매일

13,500달러까지 높아진다. 위약금은 컨서시움의 계약 불이

행으로 인해 Amtrak에게 초래된 다른 손해에 대해서도 부

과되었다. 

출처 : “Fast Train to Nowhere?” Business Week (September

27, 1999), p. 56.

경 사례
프로젝트 위약금으로 인해 Amtrak과 공급업체에게 막대한 비용이 발생

북미의 첫 번째 고속 여객철도인 Acela Express가 2000년 11

월 16일의 처녀 운항에서 New York을 출발해 Boston으로

가고 있다. 이 운항은 Washington, DC에서 시작되어 New

York까지 2시간 26분만에 도착하 다. 정상적인 여객서비스

는 2000년 12월에시작되었다. 



위험의평가

위험은 설정된 프로젝트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확률과 결과에 대한 측정치이다. 위

험에는 프로젝트의 시간과 비용에 관련된 불확실성의 개념이 포함된다. 프로젝트 팀

은 인력 부족, 기후, 공급품의 지연 또는 핵심 테스트의 결과로 인한 불확실성을 다뤄

야 한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의 주요한 의무는 위험관리계획을 개발

하는 것이다. 팀의 구성원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핵심인 위험을 정의하고, 문제가 발

생할 때 핵심활동을 재정의하거나 예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험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좋은 위험관리계획은 위험을 계량화하고 프로

젝트에의 향을 예측하는 계획이다. 각각의 위험에 대해, 그 결과는 프로젝트 관리자

의허용수준에따라서수용가능하거나불가능할것이다.  

프로젝트 시간과 관련된 위험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PERT/CPM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종종 한 활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프로젝트 소요시간에 반 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서 신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개발이 하나의

활동일 수 있는데,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자. 네트워크 모델에 불확실성

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활동시간의 확률분포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2가지 접근

법이 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통계적 분석이 그것이다.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각 활동의 소요시간이 그 확률분포로부터 무작위로 선택된다(시뮬레이션 보론을 참

조). 그러면 네트워크의 주 경로가 결정되고 프로젝트의 완료기간이 계산된다. 이 과

정이수차례반복되며, 이것이완료시간의확률분포를형성한다. 

통계적분석방법은 3가지의합리적인시간추정치로활동시간을표현하게된다. 

1.. 낙낙관관적적 시시간간(a)은 모든 상황이 예외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활동에 소요

되는최소시간이다. 

2.. 최최우우 시시간간(m)은 활동수행에 필요한 시간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요시간

이다. 

3.. 비비관관적적 시시간간(b)는활동수행에걸리는최장추정시간이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3가지 시간 추정치를 이용하여 어떻게 활동시간의 통

계치를 계산하는지그리고 확률을이용하여 프로젝트위험을어떻게 분석하는지에대

해서논의하고자한다. 

시간 통계치의 계산 3가지의 시간 추정치-낙관적, 최우, 그리고 비관적 추정치-가 있으

면 프로젝트 관리자는 활동이 일정계획에 맞게 완료될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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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추정치의 불
확실성이 프로젝
트 계획에 어떻게
반 되는가?

낙낙관관적적 시시간간
모든 상황이 예외적
으로 순조롭게 진행
되었을때활동에소
요되는최소시간

최최우우 시시간간
활동수행에 필요한
시간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요
시간

비비관관적적 시시간간
활동수행에 걸리는
최장추정시간



정보를 얻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먼저 각 활동의 확률분포의 평

균과 분산을 계산해야 한다. PERT/CPM에서는 각 활동시간은 베타 확률분포로부터

무작위로 도출된 확률변수인 것처럼 다루어진다. 이 분포는 최우 시간(m)이 비관적

시간(b)과 낙관적 시간(a)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최우 시간 추정치는 베타분포의 최빈수값으로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이다. 좌우대칭인 정규분포에서는 최우 시간을 아무 곳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정규분포에서의 최빈수값은 분포의 양쪽 끝에서부터 등거리에 위치하기 때문

이다. 

2개의 중요한 가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첫째, a, m과 b는 정확하게 추정된다고 가

정한다. 이 추정치들은 프로젝트 관리자와 활동을 책임지는 팀원 사이에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시간범위의 값이다. 둘째, 활동 시간의 표준편차는 b � a 범위의 1/6 임을

가정한다. 따라서, 실제의 활동시간이 a와 b에 있을 확률은 매우 높다. 왜 이 가정이

타당한가? 만약, 활동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6 표준편차는 정규분포의 대략

99.74%의범위를가질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에도 불구하고 각 활동에 대한 확률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도출하는

것은 복잡하다. 하지만, 베타분포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시간 추정치의 가중평

균으로추정될수있음을알수있다. 

te �

각각의활동에대한베타분포의분산은다음과같다. 

�2 � ¸ ˝
2

표준편차의 제곱인 분산은 b와 a의 차이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이 결과는 활동의

실제시간추정에있어서확실성이적으면적을수록분산이커진다는것을의미한다. 

확률 분석 활동의 시간 추정치에는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자들은 프로젝트 마감시간을 맞출 확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완료시간의

확률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한 활동의 소요시간이 다른 활동의 소요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으로 우리는 주 경로에 있는 활동들의 소요시간과 분

산을 합하여 전체 프로젝트 소요시간의 확률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작업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2개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면 활동

b � a
6

a � 4m � 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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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상호 의존적이 된다. 또한, 만약 네트워크에서의 다른 경로들의 여유시간이 적

어서 그 중의 하나가 프로젝트의 완료 전에 주 경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주경로의확률분포를계산해야한다.

활동소요시간이 독립적인 확률변수라는 가정 때문에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

할 수 있다. 중심극한 정리란 서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들의 합

은 그 확률변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규분포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정규분포의 평

균은 주어진 경로 상 활동시간들의 기대값의 합이다. 주 경로의 경우에는 그것이 프

로젝트의최조완료시간의기대값이된다. 

TE �ı(주경로에서의활동시간) �정규분포의평균

마찬가지로, 활동시간의 독립성 가정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경로 상 활동들의 분산

의합을그경로의시간분포의분산으로이용한다. 즉,

�2 �ı(주경로활동의분산) 

어떤 프로젝트를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할 확률을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분석할 때

우리는 z-변환공식을사용한다. 

z �

여기서,

T �프로젝트의목표완료시간

TE �프로젝트의가장빠른완료시간의기대값

프로젝트의 특정활동을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할 확률을 측정하는 과정은 위에서

본 과정과 유사하다. 하지만, 주 경로를 사용하는 대신에 시작 노드에서부터 해당 활

동 노드까지의 경로 중에서 가장 긴 경로를 사용한다. 프로젝트를 시간에 맞춰 완료

할확률을계산하는예제는본장의풀이문제를참조하라. 

프로젝트의감독과통제

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할당된 자원의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를 일정대로 유

지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본 절에서는 프로젝트의 상황과 자원의 사용을 어떻게

T � 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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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또한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데에 유용

한프로젝트관리소프트웨어의특징도알아보겠다. 

프로젝트상황의감독

좋은 추적시스템은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종종 프로

젝트 진척과정을 관찰하는 직무 그 자체가 관찰을 통해 자신의 계획에 대한 노력의

효과가 결실을 맺는 것을 봄으로써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됨

에 따라 다루어져야 하는 의사결정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해준다. 효과적인

추적 시스템은 다음의 3가지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노출된 문제점, 위

험, 일정상황이그것이다.

노출된 문제점과 위험 프로젝트 관리자의 임무 중 하나는 프로젝트 동안 발생되는 문

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추적시스템은 프로젝트 관리자로 하여금 노출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기한과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

지를 알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추적시스템은 위험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된 프로

젝트 지연에 대한 위험요소의 상황을 알려주어 팀이 매 회의 때마다 그들을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또한 새로운 문제점들과 위험들이 발생할

때, 그것들을 추적시스템 내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추적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팀 구성원들의 책임과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시켜 주어야 한다. 물론

추적시스템을 전산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e-메일, 음성메일 혹은 회의를 통하여

필요한정보를전달하는간단한방법일수도있다. 

일정상황 최상으로 짜여진 프로젝트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 프로젝트 일정에서 여유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프로젝트 관리자로 하여금 주 경로 상의 활동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병원 프로젝트 예제에서 A 활동이 예상했던 12주 대신에 16주

에 완성되었고, 9주를 예상했던 B 활동이 10주가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표 3.1은 이

러한 지체가 현재 16주인 시점에서 프로젝트의 여유 시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를보여준다. A와 B 활동은이미완료되었기때문에여기에나타나지않고있다. 

여유시간 계획을 계산할 때의 가정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의 여유시간

이 발생한다. 활동 A와 B의 적기 완료에 의존하는 활동 C, G, J와 K가 그 계획된 최

지시작시간이 려나기 때문에 음의 여유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의 상단에 있

는 활동들은 아래의 활동보다도 더 심각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일정계획에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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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떨어지면서 전체 프로젝트의 완료시간에 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69주라는

최초의 완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는 반드시 C�G�J�K의 경로 중

어떤 곳에서 2주간의 시간을 보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1주일은 D�H경로

를 따라 보충되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시간들이 보충 된다면 C�G�J�K와

D�H�J�K라는 2개의 주 경로가 생길 것이다. 표 3.1과 같은 여유시간에 대한 보고

서를생성해주는컴퓨터화된일정계획프로그램을많이사용하고있다. 

프로젝트자원의감독

프로젝트에 할당된 자원은 불균일한 비율로 소비되는데, 그 비율은 프로젝트의 활동

들에 대한 일정계획의 시기에 따라 다르다. 프로젝트는 4개의 주요한 단계로 구성된

주기를 가지며, 프로젝트 정의와 조직화, 계획, 실행, 그리고 종결이 그것이다. 그림

3.5는 4가지각각의단계가서로다른수준의자원소요를요구한다는것을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프로젝트 정의와 조직화,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단계와 관련된 활동들

에 대해서는 논의했다. 가장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단계는 실행단계로서 이 기간동안

관리자들은 결과물과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프로젝트 일정계획이 매우 중요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주어진 활동에 투입되는 각각의 자원이 필요하게 될

시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활동의 진행상황을 감독

하는 것은 자원이 과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문제는

건설인력이나 전문인력 같은 특정 자원이 여러 활동에서 동시에 필요하게 될 경우에

발생한다. 자원의 문제점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는 아래의 것들이 포

함된다.

❐ 자원의 평준화 서로 상충되는 활동들을 최조시작시간과 최지시작시간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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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활동 A와 B가 완

료된 후의 여유

시간 계산

활동 소요시간 최조시작시간 최지시작시간 여유시간

C 10 16 14 �2

G 35 26 24 �2

J 4 61 59 �2

K 6 65 63 �2

D 10 10 9 �1

H 40 20 19 �1

E 24 10 35 25

I 15 16 48 32

F 10 16 53 37



일정을 조정하여 자원의 요구량이 클 때와 작을 때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어떤

활동이 최지시작시간을 넘어서 지연되어야 한다면, 그 대신에 주 경로상의 어떤

활동이단축되지않는한전체프로젝트의완료시간이지연될것이다.

❐ 자원의 할당 여유시간이 있는 활동으로부터 자원이 중복되는 주 경로 상의 활동

들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노력이다. 표 3.1과 같은 여유시간 보고서가 자원이동

을 위한 잠재적 후보 활동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동된 인력이 새로운 임무에 필

요한모든기술들을습득하고있지않다면그효율성은경감될것이다.

❐ 자원의 획득 이것은 활동의 일정계획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부하가 걸린 자원을

단순히추가하는것이다. 

프로젝트 종결은 많은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자원사용의 고려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잊어버리는 활동이다. 프로젝트 수명주기의 최종 단계인 종결의 목적은 최종 보

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의 기타 결과물들을 완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가

장 중요한 측면은 팀원들이 속해 있었던 프로젝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그들의 권고

안들을 종합하는 것이다. 많은 팀 구성원들은 그들이 배웠던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다

른프로젝트에배치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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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조직에게 구입 용이하게 되었고, 정부, 서비스

업,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Ford 자동차사는 조립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전산화된 네트워크 계획을 사용하 으며, Chrysler사도 그것을 새로운

제조공장을 짓는 데 사용하 다. 또 다른 사용자들로는 San Francisco Opera

Association, Walt Disney Company, 그리고 Proctor & Gamble 등이있다.

Bechtel Group Inc.는 일정계획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정교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매하여야만 하 다. 그러나, 개인컴퓨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표준

화된 상용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소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대규모프로젝트도 표준화와전산화된일정계획 패키지의도움을 받아일상적

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저렴해졌으며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 인

터페이스가 편리해졌다.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산출 보고서가 서

로다를수있으며, 다음의특성중하나혹은그이상을포함하고있다. 

❐ 간트 차트와 PERT/CPM 도표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그래픽 특성들은 간트 차트

와 PERT/CPM 네트워크 도표에서 프로젝트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대부

분의 패키지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일부를 모니터 화면에 띄어서 특정 문제점

을분석할수있게해준다. 

❐ 프로젝트 상황과 요약 보고서 프로젝트의각단계마다계획된예산과실제사용된

금액을 비교하는 예산 차이보고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원의 사용을 그래픽적

으로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 각 작업자에 대해 수행한 과업별로 상황 보고서, 그

리고최고경 자에대한프로젝트의진행상황요약보고서등이포함된다. 

❐ 추적 보고서 시간, 예산, 혹은 인력자원의 관점에서 활동완료의 비율과 같은 관

심사항을 나타내준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

트를 추적할 수 있다. 이 특성은 자원들이 여러 프로젝트들에 의해 공유되어야

할때중요하다. 

❐ 프로젝트 달력 이 특성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실제 작업일, 주말, 그리고 휴가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달력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고, 소프트웨어가 프로젝트

달력모양으로모든일정과보고서들을보여준다. 

❐ What-if 분석 어떤 패키지들은 활동시간, 선행관계, 시작일자 등에 있어서 변경

이 제안되면 그 변경사항을 입력하여 이러한 변화들이 프로젝트 완료기일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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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향을미치는지알아볼수있게해준다. 

오늘날 2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고 이것들 중 대부분은 사용자 친화

적이며 PC에서사용가능하다. 

조직전반에걸친프로젝트프로세스관리

프로젝트들은 대규모 혹은 소규모이며, 단일부서 내의 프로젝트이거나 여러 부서에

걸친 프로젝트이다. 많은 조직들에는 어느 시점에서든 항상 진행중인 많은 프로젝트

가 있으며, 재무, 마케팅, 회계, 인적 자원, 정보시스템, 생산운 의 관심 이슈를 다루

고 있다. 프로젝트는 그 범위에 상관없이 프로젝트 프로세스의 사용으로 완료된다. 프

로젝트 팀의 규모는 작을지도 모르고, 또한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적

을지도 모르지만, 성공적인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가 표방하는 원칙에 상관없이 이장

에서논의했던원리들을사용할것이다.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모든 종류의 조직과 원칙에 걸쳐 적용 가능하다. 관리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다른 부서의 상대방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

자. 어떤 부서에서도 기업고객들이 타 부서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기업고객들의 정보를 은행의 많은

분야에서 수집하여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 정보로부터 기업 고

객들에게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부과하는 가격을 평가하기 위

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마케팅은 고객이 알

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패키지화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이 받는 모든 서비스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재무는 어떤 고객이 은행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적절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 프로젝트 팀은 기업고객이 관

심인 마케팅의 대표, 재무부서의 대표, 그리고 경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인터넷을이용하여고객에게 상품과서비스를 직접제공하게 됨으로써이와

같은프로젝트들은점점더일반화되고있다.

공식요약

1.. 시작과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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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 max[모든직전선행활동의 EF시간]

EF � ES � t

LS � LF � t

LF � min[모든직후활동의 LS시간]

2.. 활동여유시간

S � LS � ES  또는 S � LF � EF   

3.. 활동시간통계치

te � (활동시간의기대값)

s2 � ¸ ˝
2

(분산)

4.. Z-변환공식 :

z �

여기서,

T �프로젝트의마감시간

TE �ı(주경로상의활동시간기대값) �정규분포의평균

s2 �ı(주경로상의활동시간의분산)

요점정리

T � TE

¤s2

b � a
6

a � 4m � b
6

108 제제 3 장장 프로젝트프로세스관리

❐ 프로젝트는 종종 여러 기능부서의 경계를 걸치

는 활동들의 상호 연관된 집합이다.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완료에 투입되는 자원

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프로

세스 관리에는 프로젝트의 정의와 조직화, 계획,

프로젝트의감독과통제를포함한다.

❐ 프로젝트 계획은 작업분할구조의 정의, 네트워

크의 도형화, 일정계획의 전개, 비용-시간 교환

관계분석, 그리고위험평가를포함한다.

❐ 프로젝트 계획과 일정계획은 주 경로에 초점을

맞춘다. 주 경로란 완료를 위한 누적시간이 가

장 긴 일련의 활동들이다. 이 주 경로 상에 있는

활동들이지연되면전체프로젝트가지연된다.

❐ 일정계획에서 활동의 완료와 연관된 위험들은

프로젝트 네트워크에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각

활동의 3가지 시간 추정치를 파악하고 활동시

간의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주어진 시간까지 일정이 완

료될확률을계산할수있다.

❐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은 활동여유

시간 보고서와 자원의 실제사용 보고서를 포함

한다. 어떤 자원에 대한 과부하는 자원의 평준

화, 할당, 획득에의해수정되어질수있다.



풀이문제

광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위해 그림 3.6에서와 같은 네트워크 도표

를 작성하 다. 또한, 관리자는 아래의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각각의 활동시간에 대한

정보를수집했다.

a. 각활동시간의기대값과분산을구하라.

b. 활동시간의기대값을사용하여활동여유시간을계산하고주경로를결정하라.

c. 23주내에프로젝트를완료할확률은얼마인가?

풀이

a. 각각의활동시간에대한기대값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te �

b.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최조시작시간, 최지시작시간, 최조완료시간, 최지완료시간을 계

산해야 한다. 활동 A와 B부터 시작하여 최조시작시간과 최조완료시간을계산하면서 네

트워크시작부분에서부터끝부분으로이동한다.

a � 4m � 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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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주)

활동 낙관치 최우치 비관치 직전선행작업

A 1 4 7 —

B 2 6 7 —

C 3 3 6 B

D 6 13 14 A

E 3 6 12 A.C

F 6 8 16 B

G 1 5 6 E,F

활동 시간기대값(주) 분산

A 4.0 1.00

B 5.5 0.69

C 3.5 0.25

D 12.0 1.78

E 6.5 2.25

F 9.0 2.78

G 4.5 0.69



기대값들에 근거해서 프로젝트의 가장 이른 완료시간은 활동 G가 완료되었을 때인 제

20주이다. 이것을 목표날짜로 사용하여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역순으로 최지시작

시간과최지완료시간을계산할수있다(그림 3.6에서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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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여유시간 계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시간 추정치를 포함한 AON 네트워크

0.0
4.0

A

4.0

4.0
8.0

9.0
9.0

E

6.5

15.5
15.5

0.0
0.0

B

5.5

5.5
5.5

5.5
5.5

C

3.5

9.0
9.0

5.5
6.5

F

9.0

14.5
15.5

15.5
15.5

G

4.5

20.0
20.0

4.0
8.0

D

12.0

16.0
20.0

활동 최조시작시간 (주) 최지완료시간 (주)

A 0 0 � 4.0 � 4.0

B 0 0 � 5.5 � 5.5

C 5.5 5.5 � 3.5 � 9.0

D 4.0 4.0 � 12.0 � 16.0

E 9.0 9.0 � 6.5 � 15.5

F 5.5 5.5 � 9.0 � 14.5

G 15.5 15.5 � 4.5 � 20.0

시작

종료



이제활동여유시간을계산하고어떤활동들이주경로에있는지를결정한다.

경로들과그것들의총기대시간과총분산은다음과같다.

주공정은 B�C�E�G이며 이것의 총기대시간은 20주이다. 그러나 경로 B-F-G는 19주

이고큰분산값을가지고있다.

c. 먼저 z값을계산하자.

z � � � 1.52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우리는 23주 혹은 이 미만의 기간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확률이

0.9357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로 B�F�G의 길이가 주 경로의 길이에 근접하고 큰

분산값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것이프로젝트동안주경로가될가능성이높다.

23 � 20
›3.88

T � TE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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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최지시작시간(주) 최지종료시간(주)

G 15.5 20.0

F 6.5 15.5

E 9.0 15.5

D 8.0 20.0

C 5.5 9.0

B 0.0 5.5

A 8.0 12.0

시작시간 완료시간

활동 최조 최지 최조 최지 활동여유시간 주 경로

A 0.0 4.0 4.0 8.0 4.0 No

B 0.0 0.0 5.5 5.5 0.0 Yes

C 5.5 5.5 9.0 9.0 0.0 Yes

D 4.0 8.0 16.0 20.0 4.0 No

E 9.0 9.0 15.5 15.5 0.0 Yes

F 5.5 6.5 14.5 15.5 1.0 No

G 15.5 15.5 20.0 20.0 0.0 Yes

경로 총기대시간 총분산

AD 4 � 12 � 16 1.00 � 1.78 � 2.78

A�E�G 4 � 6.5 � 4.5 � 15 1.00 � 2.25 � 0.69 � 3.94

B�C�E�G 5.5 � 3.5 � 6.5 � 4.5 � 20 0.69 � 0.25 � 2.25 � 0.69 � 3.88

B�F�G 5.5 � 9 � 4.5 � 19 0.69 � 2.78 � 0.69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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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OM RESOURCES

본 교재에 첨부된 학생용 CD-ROM은 이 장에서 제시된 개념을 더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자료들을담고있다.

❐ OM Explorer Tutors : OM Explorer에는 학습곡선, 시간연구를 위한 표본 크기, 활동의

일반적인 시간, 활동의 표준시간, 그리고 작업표본 추출기법의 이해를 돕는 5가지 학습

프로그램을담고있다. OM Explorer의 Supplement C와 Supplement D 폴더를참조하라.

❐ OM Explorer Solvers : OM Explorer에는 시간연구, 작업표본추출, 그리고학습곡선과관

련된 일반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설계된 3개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OM

Explorer의 Measuring Output Rates와 Learning Curve 폴더를참조하라.

❐ Equation Summary : 이장의모든공식들을한곳에서편리하게찾을수있다.

❐ Discussion Questions : 프로젝트 관리의 역할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시험하는 3개의 문

항이당신의경험을바탕으로질문하고있다.

❐ Case : The Pert Studebaker. Vikky Roberts는 주어진 예산으로 정확한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료할수있을까?

❐ Big Picture : Coors Field Baseball Stadium. 메이저 리그 경기장이 어떻게 건설되고, 프로

젝트 리더인 John Lehigh와 그의 팀이 예상치 못한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

펴보라.

❐ Supplement C : 산출율의 측정. 이 보론은 모든 학습효과가 사라져 없어진 후에 반복적으

로수행되는작업의소요시간을측정하는여러가지도구들을제시한다.

❐ Supplement D : 학습곡선분석. 이 보론은 동일한 단위를 주어진 수량만큼 생산을 하는

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시간과자원을추정하는기초를제공한다.

Interactive Resources

본 교재와 관련된 웹사이트(www.prenhall.com/ritzman)에는 이 장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도구와 활동자료들이 들어 있다. 이 장에 있는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추천

한다.

❐ Internet Activities : 올림픽의 일정계획과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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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찾아볼수있는 3개의다양한링크를시도해보라.

❐ Internet Tour : Rieger Orgelbau Pipe Organ 공장의 프로젝트 프로세스의 관리를 살펴보

라.

❐ MS Project : MS Project 소프트웨어의 시험버전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를활용해보라.

문제번호 옆에 있는 아이콘은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수있는소프트웨어를표시하고있다.

1. MS Project 어떤 프로젝트의 다음과 같

은자료를보자.

a. 네트워크도형을그려라.

b. 이프로젝트의주경로를찾아라.

c. 활동 G, H, I들의총여유시간은얼마인가?

2. MS Project 어떤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

은선행관계와활동시간을가진다.

a. 네트워크도형을그려라.

b. 각 활동의 총여유시간을 계산하라. 어떤 활

동들이주경로를구성하는가?

3. MS Project 다음의 프로젝트 정보를 살

펴보라.

a. 이프로젝트의네트워크도형을그려라.

b. 주경로를찾아라.

c. 활동 A와 D의총여유시간을계산하라.

활동 활동시간(일) 직전선행활동

A 2 —

B 4 A

C 5 A

D 2 B

E 1 B

F 8 B, C

G 3 D, E

H 5 F

I 4 F

J 7 G, H, I

활동 활동시간(주) 직전선행활동

A 4 —

활동 활동시간(주) 직전선행활동

A 4 —

B 3 —

C 5 —

D 3 A, B 

E 6 B 

F 4 D, C 

G 8 E, C 

H 12 F, G

B 10 —

C 5 A

D 15 B, C

E 12 B

F 4 D

G 8 E

H 7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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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만약 활동 A가 5주 걸린다면 D의 여유시간

에는어떤일이발생하는가?

4. MS Project 최근에 당신은 당신 회사의

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당신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활동을 나타내는 네

트워크 도형을 만들었다(그림 3.7). 또한, 당신

은 당신의 팀에게 각 활동에 소요되는 예상시

간을 추정하도록 하 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와같다.

a. 프로젝트의예상완료시간은얼마인가?

b. 21일 안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확률은 얼마

인가?

c. 17일 안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확률은 얼마

인가?

5. MS Project Bluebird 대학교의 평생교육

센터장은 판매훈련 세미나를 위한 계획을 승인

했다. 그녀의 비서는 꼭 해야 하는 다양한 활동

들과 그것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표 3.2에서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과정을 계획하는

것의 불확실성 때문에 비서는 각각의 활동에

대한다음과같은시간추정도제공했다.

센터장은 지금으로부터 47일 후에 세미나가 열

리기를 원한다.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될

확률은얼마인가?

그림 3.7 프로젝트 도형

C

A

B E

D

시간 추정치(일)

활동 낙관치 최우치 비관치

A 5 8 11

B 4 8 11

C 5 6 7

D 2 4 6

E 4 7 10

시작 종료

표 3.2   판매훈련세미나를위한활동

활동 설명 직전선행작업

A 책자와 과정 안내를 디자인 —

B 예상되는 교사 선별 —

C 세부적인 과정의 개요 준비 —

D 책자와 신청양식 발송 A

E 교사 신청양식 발송 B

F 과정의 교사 최종 선발 C,E

G 수강생 접수 D

H 과정의 교재 선정 F

I 교재 주문 및 인수 G,H

J 교실 준비 G

시간 추정치(일)

활동 낙관치 최우치 비관치

A 5 7 8

B 6 8 12

C 3 4 5

D 11 17 25

E 8 10 12

F 3 4 5

G 4 8 9

H 5 7 9

I 8 11 17

E 4 7 10

J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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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umfull Foods, Inc.의 지역관리자인 Jason Ritz

는 Clarity의 대학도시에 새로운 패스트푸드 매

장을 여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의 주요 관심

사는 매니저, 햄버거 요리사, 조립자, 분배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애완동물 소매

상이었던 건물을 수리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한

다. 그는 표 3.3에 나타난 것과 같은 자료를 수

집하 다.

최고 경 자가 Ritz에게 신규 매장을 가능한

한 빨리 개점하라고 하 다. 프로젝트가 1주일

단축될 때마다 회사는 1200달러의 임대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Ritz는 어떻게 하면 프로

젝트 기간동안 시간을 절약할 것인가를 생각했

고, 2가지 방안을 생각해냈다. 하나는 고용 중

개회사인 Arctic사를 통해 매니저 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 것이다. 이 방법은 활동 A를 3

주일 단축해주고 2,500달러의 비용을 발생시

킬 것이다. 다른 방안은 활동 B의 시간을 2주

일 줄이기 위해 추가비용 2700달러로 몇 명의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함

으로써 Jason Ritz를도와라.

a. 프로젝트가 소요되리라 예상되는 시간은 얼

마인가?

b. Ritz가 14주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개인

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목표를달성할확률은얼마인가?

c. 프로젝트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얼마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각 활동시간의

기대값을이용하여라.

7. MS Project Reliable Garage는 J2000 자

동차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프

로젝트관련자료가있다.

a. 프로젝트의네트워크도형을그려라.

b. 프로젝트의주경로와소요시간을결정하라.

c. 각활동의총여유시간은얼마인가?

8. MS Project 다음의 정보는 당신 회사가

표 3.3   패스트푸드매장프로젝트의자료

시간

활동 설명 직전선행작업 a m b

A 새로운매니저를위한인터뷰 — 2 4 6

B 건물수리 — 5 8 11

C 고용광고와신청자인터뷰 — 7 9 17

D 새로운매니저후부자초청 A 1 2 3

E 신규매장을위한기구구입및설치 B 2 4 12

F 종업원신청자의추천인확인후 최종선발 C 4 4 4

G 매니저지원자의추천인확인후 최종선발 D 1 1 1

H 오리엔테이션과임금협상 E, F, G 2 2 2

활동 활동시간(주) 직전선행작업

A 2 —

B 6 A

C 4 B

D 5 C

E 7 C

F 5 C

G 5 F

H 3 D,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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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

이다. 

a. 이프로젝트의네트워크도형을그려라.

b. 주경로와프로젝트완료시간을결정하라.

9. Good Public Relations의 프로젝트 관리자는 새

로운 광고 캠페인을 위해 표 3.4의 자료를 수집

했다.  

활동 활동시간(주) 직전선행작업

A 10 —

B 11 —

C 9 A,B

D 5 A,B 

E 8 A,B 

F 13 C,E 

G 5 C,D 

H 10 G

I 6 F,G

J 9 E,H

K 11 I,J

표 3.4   광고프로젝트의활동에관한자료

활동시간(일)

활동 낙관치 최우치 비관치 직전선행작업

A 8 10 12 —

B 5 8 17 —

C 7 8 9 —

D 1 2 3 B

E 8 10 12 A,C

F 5 6 7 D, E

G 1 3 5 D, E

H 2 5 8 F, G

I 2 4 6 G

J 4 5 8 H

K 2 2 2 H

표 3.5   Will과 Bea Wright-Bach의결혼을위한활동

활동 설명 활동 설명

시작 프로포즈승락 O 케이크, 민트, 캐슈주문

A 청첩장선정과인쇄 P 사진사

B 혈액형검사 Q 연회장예약

C 색상테마선정 R 반지

D1 웨딩드레스 S 총각파티

D2 신부들러리의의상 T 턱시도임대

D3 장모의의상 U 안내인

D4 시어머니의의상 V 교회예약

E 예산책정 W 결혼식

F 화환 X 신랑들러리와반지전달자의선정

G 결혼식의선물 Y 신부들러리와화훼소지자의선정

H 신혼여행계획 Z 리허설과결혼전저녁

I 청첩장발송 AA 결혼전서약

J 하객리스트 BB 신랑의긴장완화

K 음식점 CC 도자기, 접시, 선물의등록

L 결혼증서 DD 댄스밴드

M 리셉션의메뉴 EE 감사편지

N 신문게재용사진, 사회면의알림 FF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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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프로젝트는얼마나오래걸릴것같은가?

b. 프로젝트가 38주 이상 걸릴 확률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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