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성공의 상승 
PMI의 2017 년 Pulse of the Profession®에 따르면  
프로젝트 성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조직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 
2011 년 이후 처음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가 당초 목표와 사업 의도를  
충족 시키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되었습니다.

69%의 프로젝트가  

당초 목표와 비즈니스를 
충족 하였으며, 이는 
2016 년 보고서의 62 
%에서 증가한 것입니
다. 

57%의 프로젝

트가 예산 내에서  
완료 되었으며,  
이는 2016 년 53 %

에서 증가한 것입니
다.

매년 10억달러 규모의 투자 중  

97백만달러*  
가 빈약한 프로젝트 성과로 인해  
조직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2016 년에 낭비된 122백만  
달러보다 20 % 개선된 것입니다. 
* 수치는 미화 금액이지만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성숙도 고려 
프로젝트 관리 성숙도는 더욱 더 강력한 성과를 내는  
척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직이 높은 프로젝트 관리 성숙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높은 임원 스폰서십  
참여가 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59%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법 도입  
많은 조직이 agile 기법과 우선순위 지정 기법을 채택
하고 있습니다. 

69%의 조직이 때로 혹

은 자주 ‘agile 기법’을 적용
합니다. 이는 2016 68%  
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32%의 조직이 기술 및 

리더십 기법을 최우선 과제
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2016 3% 보다 증가된 것입
니다. 

PMO 효과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PMO)의 가치에 대해 더욱 더 많
은 조직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조직이 PMO를 운영하고 있
으며, 이는 2007년 61% 과 
2016년 68% 대비 증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프로젝트 리더와 C-Level/임원 사이에는 
신뢰감 격차가 존재합니다.

PMO 임원들은 조직이 프로젝트  
관리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영진은 자사 조직이 프로젝트 관리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
다.

38 %  더 많은 프로젝트가, 전사적인 PMO가 조

직 전략에 잘 연계되어 있을 경우 조직에서 당초  
목표와 비즈니스 의도를 충족시킵니다. 

33 % 의 프로젝트가, 고도화 전사적인 PMO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실패가 감소합니다. 

성공의 지름길 
단지 삼중제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익 실현
에 중점을 두는 조직은 큰 이익을 얻습니다.

3 개중 1개  
조직은 높은 이익 실현 성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실현 성숙도가 높은 조직에서는  

(조직의 이익실현 성숙도가 낮은 조직에 비해)

33 % 더 많은 프로젝트가 당초 목표와 
비즈니스 의도를 충족

43 % 더 많은 프로젝트가 예산 범위내
에서 완료 

58 % 더 많은 프로젝트가 일정을 준수
하여 완료 

34 % 더 적은 프로젝트에서 범위 균열
/변경 발생  

35 % 더 적은 프로젝트가 실패 

마스터 플랜  
전략적 이니셔티브가 증가할 경우,  
이익실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 조직이 전략적 목표에 맞게  
프로젝트를 재조정합니다.

프로젝트가 경영진에 의해 전략적 
프로젝트로 분류되며, 이는 2016년 
36% 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의 전략적 이니셔티브가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의 전략적 이니셔티브가  
실패 했습니다 

주요 실패 3 요인 : 

정의된 목표와 
마일스톤 설정 

부족

빈약한 
의사소통

고위 경영진의 
의사 소통 부족

성과에 대한 재설계  
챔피언 조직은 정해진 시간에 80 % 이상의 프로젝트를 일정내, 예산내, 
당초 목표와 사업 의도를 충족하고, 높은 이익실현 성숙도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조직은 60 % 이하의 프로젝트의 일정내, 예산내, 당초 목
표와 비즈니스 의도를 충족하며 낮은 이익실현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
다. 다음은 좀 더 세부적인 비교입니다.

챔피언 저조한 조직 

프로젝트 일정 준수율

프로젝트 예산 준수율

프로젝트 당초 목표 충족

프로젝트 범위 균열/변경

프로젝트 실패율

PMO 보유 

조직 전략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된 전사적 PMO 보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성공  
추진을 위한 스폰서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참여  

프로젝트에 agile 기법  
빈번히 사용 

리더십 기법 개발에  
우선순위 부여

기술적 기법 개발에  
우선순위 부여 

전략과 비즈니스 관리 기법  
개발에 우선순위 부여 

임원 스폰서 기술 개발에  
우선순위 부여 

Source: Pulse of the Profession, PMI, 2017  
(2016 년 9 월과 10 월에 걸처 프로젝트 관리 실무자 3,234 명, 고위 경영진 200 명, PMO 임원 510 명에 대한 글로벌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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