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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현) 삼성전자, LG전자 Agile/PM코치
(현) 삼성전자 공과대학교 겸임교수
(현) KT/KTDS, SK그룹 Agile  코치
(전)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전) 한솔인티큐브 기획팀



주요연혁

2013.01
삼성전자 Agile/PM 교육

LG전자 Agile/PM 교육

골프존 ALM 컨설팅

휴맥스 ALM 컨설팅

연세대학교 Agile/PM 교육

암웨이APAC Agile/PM 교육

휴맥스 전사 ALM구축 및 CI/CD 고도화

SK C&C Agile/PM/BA 교육

주식회사 BD Agile 워크샵

GSShop Agile 워크샵

LG전자 클라우드센터 PMO 교육

삼성전자, 삼성SDS Agile 교육

CJ올리브네트웍스 Agile 컨설팅

골프존 프로젝트대시보드구축

네이버랩스 Agile & Quality PM 컨설팅

삼성전자, 삼성SDS Agile 교육

LG전자 Agile/PM 교육

KOSTA Agile/PM 교육

SK텔레콤 Agile/PM 교육

네이버랩스 Bi / CS / AS 개발

포스코ICT 컨설팅

알티케스트 Management 코칭

DevOps 컨설팅서비스런칭

DevOps 솔루션매니지드서비스런칭

프로젝트가시화도구 .Gantt 런칭

현대캐피탈 Agile/PM 교육

한국신약개발 Agile/PM 교육

바텍 Agile/PM 교육

SK이노베이션 Agile/PM 교육

Agile/PM/BA/DevOps 기존고객사교육지속

(LG전자, 삼성전자,삼성전기,KTDS,메타넷 등 )

휴맥스프로덕트요구사항관리도구구축

LS산전 Agile ALM 컨설팅

삼성전기, 삼성전기 PM 워크샵

SK브로드밴드 Agile/PM 교육

KTDS DevOps 구축

큐어셀 PM 코칭

LG전자 Agile/PM 교육

삼성전자 PM 교육

KT Visual PMO 컨설팅

사이버로지텍 Agile/PM 교육

롯데정보통신 Agile/PM 교육

다우기술 Agile/PM 교육

성균관대학교 Agile/PM 교육

(주) 프로젝트리서치 설립

에코니티 PM 교육

LG전자 Agile/PM 교육

한양대학교 Agile/PM 교육

연세대학교 Agile/PM 교육

2015 2017 2019

2014 2016 2018



사업소개 >�코칭/컨설팅

PM�코칭
( Waterfall, Agile, Hybrid )

PM / PL / PO
코칭

PM / PL / 팀장
워크샵

프로젝트팀
워크샵

경영진
워크샵

PMO/DevOps
멘토링, 코칭

PMO/DevOps
자동화도구

PMO/DevOps
체계

임원 / 팀장
팀 협력적 문화

Glob
al

Agile

H
ybrid

Dev
Op
s

ALM

PM
O

PMO�컨설팅
( PMO, SAFe, DevOps )

• 기업 프로젝트 성공 보증을 개인(PM)과 조직차원(PMO)의 코칭



사업소개 >�솔루션

DevOps�솔루션및컨설팅01

Agile/�SAFe/�DevOps�교육02 커스텀애플리케이션개발03

● Auto DevOps & Concurrent DevOps 도입을위한솔루션구축및컨설팅진행

● DevOps 매지니드서비스로설치~운영전반관리엔지니어링서비스진행

● GitOps, ChatOps 도입엔지니어링서비스진행

● Agile Project 시뮬레이션게임을통한체화교육

● 솔루션/도구기반 DevOps 어드민워크숍

● Agile/ SAFe/ DevOps 교육

● 대시보드, BI, 가시화를위한커스텀솔루션개발용역진행

● React 기반기업용애플리케이션개발용역

● 커스텀 S/W개발용역진행

• Agile 기반 DevOps 로의 체질 변화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gile/ SAFe/ DevOps전 영역에대한맞춤 교육 / 컨설팅제공

> 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다양한 DevOps 솔루션경험기반

> 솔루션에대한커스텀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전방위 지원



주요레퍼런스 >�고객사

• 글로벌 BA / PM / Agile표준을기업의프로젝트에 Best Practice 테일러링 통한코칭 / 컨설팅 프로그램과

맞춤솔루션에커스텀개발까지제공함으로써실사구시 효과를증명해왔습니다

• In-House 컨설팅중심으로기술이전과성숙도 측정을서비스하며점진적개선을제공합니다

• 지난 7년간약 50여개의기업이함께하였고, 지속적인관계및파트너십을유지하고있습니다



주요레퍼런스 >�삼성전자

Global R&D 센터를비롯전세계해외기술주재원은 Global BA 및 PM 과정필수이수및삼성전자
방법론외의방법론의다양성을체화, 유연하게대처하도록가이드됨.

- 창의적문제해결기법주제로 Global BA 및 Global PM 워크숍수행

Expert > Pro > Maestro의 커리어

패스 관리하며, Global BA 및 PM 과

정 코칭

Maestro PM 제도 도입 EDC 도입
(Execellent Development Course)

CEDS

갤럭시S7부터 Agile 체계 재편

• 파트장이상 600명의 개발자에게

Agile 전파 수행하여, IM의 Agile 도입

성공적으로 리드

• 이후다른사업부로점진적확산된

아

기획자/개발자 선발하여

Global BA/PM 의무화하여

회사의 방법론 외의 글로벌 마인드셋

육성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IM
휴대폰 반도체 가전제조



주요레퍼런스 >�LG전자

2016년부터 PM University 운영

Global PM 제도도입 Global PM 육성 성공16년부터사장특별지시로PM 육성개시

Global PM 에 대한

코스 2016년부터 R&D센터운영

CTO 부분은Waterfall, Agile 

병행결정시스템리뉴얼수행

ISO21500 보완템플릿개발

전세계 Global B2B PM 대상첫

육성프로그램수행

ESS/EMS (에너지저장및관리) 

부문 PM 육성프로그램수행

CTO
R&D센터

B2BVC
자동차부문

• PM의커리어패스신설 (임원포함), PM육성프로그램개발및수행



주요레퍼런스 >�ICT,�R&D�

• 투입인력및개발환경에대한Agile 환경구성, 

스크럼마스터대행,코칭수행

Smart PLC에 Agile 도입 ALM 교육 및 개발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Program Management 수행

• EPMI Program Management 

Simulation Game 수행

• 본사 및 글로벌 개발 인력 600명,

PDM 위주 개발 시스템을 ALM

솔루션 코칭 및 컨설팅 제공

• Agile 교육, 컨설팅, PI, DevOps 

솔루션 구축



주요레퍼런스 >�ICT,�R&D

ALM 교육 및 개발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PMO 역할 수행

• 대규모의 (13개 수행사/약130명)

프로젝트 거버넌스를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위해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하여

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업무 검토/관리”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수행

• ALM교육 및 대시보드 개발



주요레퍼런스 >�Agile�Transformation

• Agile Boot Camp (Agile 시뮬레이션

게임)에 의한 Agile 훈련 및 코칭

• SK이노베이션 Agile 코칭

• SK University 전사 Agile 코칭Agile Project Quality Process 

Assurance 제공

• ATDD 및 FDD/TDD 방법론을 혼합하

여 Agile 기반 DevOps 체계 구축

• Agile 코치 및 개발자 대상의 애자일

훈련 및 코칭 (100명이상규모)

그룹사Agile Transformation 통신/ICT Agile Transformation스마트워치조직Agile Transformation



• 그룹 / 계열사 임원, PM, 개발자 대상

Agile 훈련 (약120명)• 그룹/계열사 임원 PM, 개발자 대상

Agile 훈련 (약600명규모)

• 시티은행 Agile Transformation

• 현대캐피탈 Agile Transformation

• 농협은행 Agile Transformation

제조부문Agile Transformation 금융권Agile TransformationICT / ITO Agile Transformation

주요레퍼런스 >�Agile�Transformation



주요레퍼런스 >�DevOps�솔루션컨설팅

MSA, DevOps 아키텍처 컨설팅 BizDevOps 솔루션 컨설팅

• DevOps MSA 아키텍처 설계

및 코어 구현, 개발자 교육

DevOps 솔루션 컨설팅

• BizDevOps 아키텍처 설계 및 GitLab 

기반 DevOps 솔루션 구축 컨설팅 • 애자일 기반 DevOps 솔루션 컨설팅,

GitLab, Amazon EKS



• ALM 가시성 극대화를 돕는 대시보드

구축

• AKI 어린이전용스마트워치개발

• 커스텀 제품 CS포탈 솔루션 구축으로

고객과 상담사 개발자의 소통 지원

• 커스텀 BI(Business Intelligence) 구

축으로 다양한 관점 정보 제공

ALM  대시보드솔루션개발CS 포탈솔루션개발및BI 개발

주요레퍼런스 >�커스텀소프트웨어개발

가시화, RM 솔루션 개발

• ALM 연동 CI/CD 커스텀 솔루션 개발

• 제품, 과제, 조직 대시보드 개발

• PDR(Product Development 

Requirement) 제품 요구사항관리 및

트래킹 솔루션 개발



주요레퍼런스 >�커스텀소프트웨어개발

가금 전문 병원 소프트웨어 개발 – ERP/PMS

• 가금농장 ERP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 가축병원 ERP 개발

• 드론 관제 소프트웨어 GCS 개발

드론GCS 프로그램개발



주요레퍼런스 >�아키텍트사례 (ALM�/�DevOps�/�BA)

다양한 영역의 아키텍트 사례



• Business Intelligence, Visual Infographic, Dashboard, 기업용웹기반소프트웨어들을애자일방법을기반으로민

첩하게개발해드립니다. 현재보유하고있는개발스택입니다.

주요기술스택 >�커스텀애플리케이션개발



고 객 사 프로젝트 명

네이버랩스

네이버랩스 CS/AS상담화면개발

네이버랩스 BI개발

(주)지란지교시큐리티 Agile & Agility PM 교육

(주)포스코아이씨티 RD 프로젝트수행품질체계구축을위한기술지원코칭/컨설팅

(주)휴맥스 PDR 소프트웨어개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형프로젝트 DNA 강의

LS산전(주) Agile ALM 교육

엘지전자(주)

PM 시뮬레이션교육

PM 코칭

VCT PM 코칭

B2B사업본부 PM워크샵

Global PM 시뮬레이션게임워크샵

주식회사알티캐스트

개별프로젝트Management 코칭

조직전체프로젝트 Governance 코칭

주식회사비디 Global PM 워크샵

피엠인사이드 BA 시뮬레이션게임워크샵

SK브로드밴드 Aglie Boot Camp 교육

최근 2년주요실적

고 객 사 프로젝트 명

(주)바텍이우홀딩스

Global PM/MSP

Global PM & MS Project

바텍 Global PM + MS Project

(주)에듀앤텍

KTDS Agile PM 교육

KTDS Agile 개발방법론교육

Agile SW/개발자과정

Agile실무적용세미나 (PM / 개발자)

메타넷 Agile PM / SW 교육

(주)큐어셀
큐어셀 BT특화프로젝트거버넌스문화코칭

큐어셀 Globl PM + MS Project 워크숍

(주)휴맥스 PDR System 1.5 개발

삼성전기(주) Program Management 표준시뮬레이션 게임워크숍

삼성전자(주)
TLP PL Master PM 워크숍

Global PM 워크숍

KTDS KTDS Container + MSA + DevOps 구축개발

엘에스산전(주)

ALM 컨설팅

"ALM 시스템이해및활용" 교육

“ALM개발방법론이론및적용실습”교육

주식회사큐어세라퓨틱스 PM 코칭

주식회사휴맥스아이티 법무법인관리시스템서비스기획

주식회사비디 Global BA & PM 워크숍





PMI 표준서 한글본 – 애자일, PMBOK, 프로그램 관리 표준서 번역 검수 기여자 등재

글로벌표준가이드북기여

한국인 최초 영문 PMI, PM 표준 가이드북 6권 기여자 등재 (ANSI표준) 



글로벌표준가이드기반

실사구시 관점에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코칭 In-House 컨설팅을전문



글로벌표준가이드기반



글로벌표준가이드기반체계확립

변화관리 Agile 및 Agility를 향한글로벌표준기반테일러링

xLM/CPS

Business
Vision:Strategy:Portfolio:Architect/Design

Project/Product/SI
Requiremtns:WBS:Baseline:Tracebility:PMB

Operation/SM
Strategy:Design:Transition:Operation:Improvement

거버넌스

Agility 

Change

Organization

기술
품질

Personal Competency

coverage

Lifecycle

Project

Product

System

Service

Artefacts

R&D

SE
CMMI

BI 



고객사의높은만족도

장기적인 파트너/코치 상호 WIN-WIN

Agile / DevOps

3년

Agile / DevOps

3년

Agile / DevOps

3년

기술리더PL
BA,PM역량, Agile 역량

7년

B2B PM역량
프로젝트코칭

5년

Agile / DevOps

5년

DevOps

4년 5년

PMO

7년

Agile / PMO

7년

솔루션

프로젝트관리 DNA/MSP

4년

6년

Global PM/Agile

PM/Agile

3년

Global PM/Agile

4년



프로젝트리서치(주)를통해지름길로시행착오없이단번에성공하시기바랍니다.

프로젝트 성공률

33% 향상

조직 전략에

Align된

성숙도 증가

주요기능

집중하여

시간/비용 축소

리스크 비용

14% 감소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