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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발행처: (사)피엠전문가협회

 플랜트정보기술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2018년 1월 월례회의 개최

2018년 1월 19일(금) 서울 마포구 백범 김구 기념
관에서 개최된 제14차 플랜트조선 컨퍼런스에서 피
엠전문가협회와 플랜트정보기술협회 간에 상호협력
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본 협회를 대표하여
김승철 회장이 플랜트정보기술협회의 신안식 회장과
양해각서를 서명하였다. 이런 협력관계 수립을 계기
로 앞으로 플랜트/조선산업에서의 PM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 1월 18일(목)에 협회 운영위원들이 모여
새해 첫 월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2017년에 대
한 검토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여 협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월 정기총회와 7월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계획이 정해졌고, 부회장과 신
규 이사의 추가 위촉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전문위
원회를 분야별로 추가하여 협회의 전문성을 깊이 있
게 확충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진] 2018년 1월 협회운영위원들의 월례회의 전경

[사진] 플랜트정보기술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플랜트조선컨퍼런스, 채일권 이사 발표

 협회 운영위원회 워크샵 진행

제14차 플랜트조선 컨퍼런스에서 우리 협회의 채
일권 이사가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와 PF
(Project Financing)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동
컨퍼런스는 주로 플랜트/조선산업의 기술과 관련된
발표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유일하게 PM 분야의
주제를 발표하여 컨퍼런스에 새로운 깊이를 제공하
였다. 지난 몇 년 간 어려움에 빠져있는 한국의 플랜
트/조선산업이 해외시장에서 재도약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기반으로 한 PM 능력이 앞으로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12월 1일 홍천 소노빌리지에서 1박 2일 운
영위원회 워크샵을 가졌다. 2017년 한 해 동안 협회
운영 상황을 점검해 보았고, 2018년에 대한 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건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
하는 자리였다.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과 교육
사업의 확대 및 회원 수 증대 등 월간세미나 내용과
장소 결정 등의 협회 운영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
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AXELOS 산하 PRINCE2 인증 교육기관
(ATO)으로 등록
우리 협회가 포럼 때부터 진행해 오던 PRINCE2 교
육을 AXELOS 체제에서 계속하기 위해 ATO
(Accredited Training Organization)로 인증을 받았다.
그 동안 PRINCE2는 영국의 APMG International 회사
에서 관장을 해오다가 2018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AXELOS로 모든 업무가 이관 되었다. 본 협회는
PRINCE2 공인트레이너와 시험 감독관을 보유한
ATO로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채일권이사, 플랜트조선컨퍼런스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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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세미나 소식 및 안내
 지난 월간 세미나 결과

 다음 월간 세미나 소식 안내

제37회 피엠전문가협회의 글로벌피엠전문가포럼
월간세미나가 2017년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펜타곤홀에서 개최되었다.

제목: PRINCE2 2017년판 소개와 국제자격증 시험
성향 분석
• 발표자: 김승철, 피엠전문가협회 회장
• 일자: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 장소: 국회의원회관

이번 세미나에서 ㈜네오원 김정수 대표는 “제조기
업의 MBO(목표관리)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사례”에
대해 실제 프로젝트 수행 시 부딪혔던 생생한 경험담
들을 사례 중심으로 심도있게 발표해 주었다. 참석자
들도 주제와 관련된 현업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에 대해 같이 토론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

다음 월간 세미나는 피엠전문가협회 김승철 회장
이 발표할 예정이다. (장소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
지를 참조 바람)
 내용: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인 PRINCE2가 2017년에 개정판이 나와서
2018년부터는 2017년판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본 세미나에서는 2017년판
PRINCE2에 대한 내용 소개를 하고, 2009년
판과 비교하여 개정된 부분을 설명하며,
아울러 PRINCE2 자격증 시험의 새로운
성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총 15명이 참석하였고 대학생과 회사 대표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 군이 참여하여 이론
적인 내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현업에서 적
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었다.

 목차:
1. PRINCE2 2017년판 내용 소개
- 7 Principles
- Tailoring
- 7 Themes (BC, OR, QU, PL, RI, CH, PR)
- 7 Processes (SU, DP, IP, CS, MP, SB, CP)
2. 2017년판 vs. 2009년판 주요 변경내용 비교
3. 새로운 시험 성향 분석

4월 세미나
• 일자: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 장소: 국회의원회관
5월 세미나
• 일자: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 장소: 국회의원회관
[참고] 발표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으며 (회원으로 제한) 세미나에 참석
한 인원들은 모두 PMI CCR 2 PDU를 받을 수 있다.
ICPM 홈페이지: Http://www.icpm.or.kr

[사진] 제37회 월간 세미나 전경

협회 카페 개설 및 월간 교육 소식
 피엠전문가협회 PM 카페 개설
• http://cafe.naver.com/icpmorkr

• PRINCE2 자격증 과정: 3월 1~2일, 8~9일

피엠전문가협회는 협회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미 2018년 1월에 상기 카페를 개설하였다. 이런 카
페를 통하여 협회를 더욱 홍보할 수 있으며, 교육, 세
미나, 컨퍼런스 등의 자료를 공유하여 PM 지식 공간
의 훌륭한 저장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PM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정보를 교
류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PM 산업의 저변 확대와 전
문가로 성장될 수 있는 초석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
상한다. 본 협회는 카페 개설 이벤트로 다양한 회원
혜택을 제공하니 많은 PM인들의 참석을 기대한다.

피엠전문가협회는 2018년 첫 번째 PRINCE2 자격
증 과정 교육을 4일 과정 (3월 1~2일, 8~9일)으로 실
시할 예정이다. PRINCE2 Trainer인 김승철 회장이 직
접 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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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M 교육: 2월 26 ~28일
피엠전문가협회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CAPM 교육
을 2018년에는 3회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의 최고 강
사들이 협업의 개념으로 2월 26~28일 동안 한양대
경영관에서 1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간 교육 안내
 피엠전문가협회의 2018년 연간교육 안내
피엠전문가협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과정의 커리큘럼
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icpm.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PM
기본
과정

NO

과정 명

담당

기
10 11 12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간
월 월 월

1

건설PM 기획 및 설계단계 실무

강신봉 1일

2

애자일 프로젝트관리의 실무 적용

최경석 2일 1-2

3

실무 적용을 위한 리스크관리 과정 김정수 1일

4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실무
사례

강신봉 1일

27

5

WBS 마스터링

김정수 1일

25

6

주말에 배우는 프로젝트 실무 기초 오민정 1일

7

프로젝트관리 워크숍

김정수 2일

30
1920

2829

24

2324

15

19
2223

6
2627

1314
13

쉽게 풀어가는 플랜트 사업관리

문광길 2일

3-4

5-6

10 PPP 프로젝트 이해 및 실무과정

강신봉/
채일권/
3일
정주은/
황재승

2830

PM 중. 11 프로젝트 요구사항 관리
고급
과정 12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
리더십
13 프로젝트 협상 및 갈등관리 실무

김정수 1일

해외프로젝트 입찰 및 계약관리
이해 및 실무

강신봉 1일

15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In English)

최경석 1일

Prince2 자격증 취득 (Foundation,
16
김승철 4일
Practitioners)

PM
자격증
과정
17 Management of Risk 자격증 취득 최경석 2일
18 CAPM 자격증 취득

김승철
263일
외
28

※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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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5
1516

2628

18
12

강신봉 1일

14

1415
12

6

차기호 1일

13

27

18

9

6-7

15

PMBOK 기반 양식 적용 실무 사례
목성균 1일
(양식제공)

8

2526

27
28
11

1-2,
8-9

2425,
31

21
1819,
2526

1

8-9

1718,
2425
6-7

2-4

2729

2018년 PM분야 5가지 트렌드와 사업관리전문직의 위상 보고서
2018년 PM분야 5가지 트렌드

사업관리(PM)의 효용성 입증

사업관리(PM)분야는 올해도 변함 없이 세계적인
모범사례(best practices)들과 보조를 맞추고 사회
경제적인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압력에 여전히
직면할 것이다. 사업환경이 바뀌면 사업관리(PM)
도 그에 적응하게 된다. 2018년도에는 아래와 같
은 5가지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TechRepublic
사가 예견했다.

PMI의 보고서인 'PMI의 2017 펄스 오브더 프로페
션'(2017. 2. 9 발표)에 따르면 조직들이 프로젝트
관리분야에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우
수성을 보이고 있다.

1. 프로젝트 관리 재능 개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기술, 리더십, 사업수완의 개
발에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응답자의 32%가 기술
과 리더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전년도보다 3% 증가한 수치다.

1. EPMO모델의 확산
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Office (EPMO)
는 보다 전략적인 PMO의 한 형태로 부상할 것으
로 보인다. EPMO는 모든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포트폴리오 활동들을 전사 차원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컨셉상 대규모 조직
을 연상시키지만, 규모나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
고 선두기업들이 채택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프로젝트 이익 관리
프로젝트 초반기에 이익을 판별하는 집단 프로세
스인 이익실현 관리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응
답자의 31%가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사업이 끝이
나도 이익이 실현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
어 주었다.

2. 스타트업들도 PM방식 채택할 듯

3. EPMO의 도입 확산

저렴한 웹 기반 사업관리 소프트웨어의 증가로,
스타트업들도 PM 툴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그들이 성장하면서 종합
적이고 통합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8년도에는 PM의 채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수많은 신생기업들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 및 목
표의 상실 등 사업의 실패 요인을 감소시켜 줄 것
이다.

PMO를 가진 조직의 절반이 EPMO를 가지고 있었
다. 전략적 EPMO들은 38% 이상의 프로젝트가 원
래의 목표와 사업지향을 달성했고 33% 이하가 실
패했다.

4. 임원진의 후원 촉진
적극적으로 임원진이 관여한 조직의 프로젝트 비
율이 전년도보다 3%가 상승된 62%로 나타났다.

3. 분석기술의 사용 증대
사업지능(BI: Business Intelligence)과 사업분석
도구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로서 이제는
'가지면 좋은' 것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빠르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사업의 동향을
정확히 집어내고 잠재적인 위험을 찾아내는 능력
을 빨리 찾게 도와주며 복잡한 상황의 사업에서
팀과 팀원의 성과를 향상시켜준다. 2018년에는더
많은 회사들이 강력한 사업관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CES 2018: The Big Trends for Business 웹 참조)

5. Agile기법의 확산

.
.
.
.
.

4. 밀레니엄 세대의 증가로 원격근무 확산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들이 2020
년에 전 산업인력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
나고 IT나 SNS뿐만 아니라 모든 테크에 능하다.
원격근무는 노사 양측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소
통과 협력을 통한 원격근무를 확산시킬 것이다.

점차 프로젝트 관리기법으로 애자일 수용이 확산
되고 있다. 조직의 71%가 Agile기법을 자주 사용한
다고 답했다.

PMP인증사업관리자급여가23%높아
PMI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관리전문업종
의 급여 관련 2018년 조사에 따르면, PMP인증을
받은 PMI 전문직의 수익잠재성이 없는 사람에 비
해 급여의 중앙값 기준 평균 23%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 응답자의 급여 중간값은 11만 5,000
달러 대 9만 2,000달러로 PMP인증자가 25% 높게
받았다.
우리나라의 2018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
격을 보면 특급기술자의 경우 노임이 31만 1,206
원으로 전년도보다 3.71% 올랐고 중급의 경우 22
만 5,619원으로 5.83% 오르는 등 평균 4.63% 상
승했다. 이 임금수준은 일반 건설사업분야의 노임
보다는 13.6~20.8% 높은 편이다.

5. 인력 채용 시 감성지능 중시
자아인식, 자율규제, 공감, 동기부여와 사회적 기
술들이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주요
특징들이다. 한 인력전문업체의 보고에 따르면,
95%의 인력채용 전문가와 99%의 근로자들이 채
용에서 강력한 감성지능이 중요 요소로 꼽는다.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업관리자들은 팀의 결집력
이 우수한 환경을 조성해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낼 확률이 높아진다. 2018년 인력 채용 시장에서
는 사업관리기술 이외에도 감성지능이 중시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분야에는 아직 기술사 자격이
도입되지 않아 특급기술자라도 기술사의 85.6%
수준에 그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작성자:임계호 ICPM 이사/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학박사,PRINCE2 Practitioner, AICP, P.E for C.S & A. C.

4

회원 회사 소개 및 신규 회원 소식
 2017년 11월~2018년 1월 신규 회원

 부산산성터널㈜ 소개 (조인성 이사)
• 부산시 북구와 금정구 연결
부산산성터널㈜은 부산 동래 인근의 금정산을 터
널로 통과하여 부산시 북구(화명동)와 금정구(장
전동)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터널
이다. 동 공사로 인하여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많
은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
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
총 연장 5.6km, 총 사업비 3,000억 원 규모의 대
규모 터널 프로젝트로서 포스코건설과 발해인프
라 등이 투자하여 시행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다.

• 2018년 9월 18일 개통 예정
2014년 3월 18일 착공하여, 4년 반 동안 공사하
고 2018년 9월 18일 개통 후 도로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산성터널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조인성 이사의 성공적 프로젝트 완수를 기원한다.

[사진] 부산산성터널 노선도

김해

금정구
장전동

북구
화명동

부산대
금정산

구포

동래

부산시

5

이름

소속

감필재

Pacific Drilling Construction

양두현

아이덴터티게임즈

김헌영

경기대학교

직위
PM

조인성

부산산성터널

대표이사

한상훈

에스이엠서비스(주)

대표이사

고덕성

프리랜서

안재욱

한전원자력연료(주)

부장

김원기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박병우

한화시스템

과장

홍성철

IMYAS

부사장

이영곤

지멘스(주)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