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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산업에서의  

프로젝트 실패 사례 



프로젝트 실패 사례 

 착수프로세스에서의 문제 사례 
 사우디 제다 화력발전소 (2,600MW) – 현대 중공업 

 계약금액: 32억불 
 기간: 2012.3~2017.3(51개월)  
 추정 손실액: 2,179억원 
 주요원인: 타당성 분석결과를 무시한 담당인원의 무리한 

수주(매출실적) 
 

 사우디 샤이바 NGL PKG 1,2,3,4 – 삼성엔지니어링 
 계약금액: 27억불 
 기간: 2011.6~2014.5(36개월) (’15년 중 준공예정) 
 추정 손실액: 3,350억원 
 주요원인: 사업타당성 분석 시 공사현장의 위치, 환경에  

대한 판단 착오, 매출을 위한 무리한 수주 

 
 UAE두바이 제벨알리M 복합화력발전소 – 두산중공업 

 계약금액 17억불 
 기간: 2007.3~2010.6(39개월) 
 추정 손실액: 6,000억원 
 주요원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부족,       

성능보장 부족으로 장기간 종료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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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실패 사례 

 계획프로세스에서의 문제 사례 

 UAE 루와이스 정유 프로젝트: GS 건설 
 계약금액: 36억불 

 기간: 2009.12 ~ 2014.1(50개월) 

 추정 손실액: 4,050억원 

 주요 원인: 원가 산정시 연약지반에 대한   
고려 부족 

 

 사우디 쿠라야 민자발전: 삼성물산 
 계약금액: 21억불 

 계약: 2011년 

 추정손실액: 약 100억원 

 주요원인: 견적단계(원가산정)에서            
작업패키지 누락(BOP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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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실패 사례 

 실행프로세스에서의 문제 사례 

 사우디 쿠라야 민자발전: 삼성물산 

 계약금액: 21억불 

 계약연도: 2011년 

 추정손실: 공기 6개월 지원 

 주요원인: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 부족 

 

 샤이바 NGL PKG 1,2,3,4 – 삼성엔지니어링 

 계약금액: 27억불 

 기간: 2011.6~2014.5(36개월) 

 추정손실: 물류비용 계획보다 2배 소요 

 주요원인: 장비의 기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함. 인력관리 부족으로 인한 이탈 

 

 사우디 아람코 열병합발전소 – 삼성엔지니어링 

 4.7억불, 2011년  

 공사 착수의 4개월 지연 

 주요원인: 인력 확보 문제, 근로자들의 출입국 승인 지연 

6 



프로젝트관리 표준들 



1. ISO 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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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표준들 

21500 

PMBOK C-NCB 
C-PMBOK 

ICB 

P2M 

KSAISO 21500 



프로젝트관리 표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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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젝트관리 표준들 

PMBOK 
21500 



1. ISO 21500 

ONE 
Language in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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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회사, 기관, 단체, 개인) 

국제 프로젝트관리 표준의 활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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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1500 KSA ISO 21500 

PMBOK PRINCE2 

프로젝트관리 자산 
(교훈, 선례정보,…) 

프로젝트관리체계 
(표준절차, 규정, 양식) 

현장의  
프로젝트 
현장의  

프로젝트 

현장의 
프로젝트 

수행 



국제 프로젝트관리 표준
(ISO 21500) 



 국제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원칙과 절차 정립 

 2007년 영국 표준협회(BSI)의 제안 

 조직은 크게 3개의 Working Group으로 구성 운용 
 Working Group 1: 용어 정의 

 Working Group 2: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정립 

 Working Group 3: 프로젝트 수행 이유, 프로젝트 수명주기 등 표준 활용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정의 

 표준화 참여 국가: 44개국 
 P 회원 34개국(미국, 영국, 독일 등 ) 

 O 회원 10개국 

 ISO 21500: 총 4개 섹션으로 구성 
 섹션 1: 프로젝트관리 일반적인 지침과 적용 범위 

 섹션 2: 용어 정의 

 섹션 3: 프로젝트관리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개념 

 섹션 4: 5개의 프로세스 그룹, 10개의 하부 프로세스 및 39개의 프로세스정의 

국제 프로젝트관리 표준 – ISO 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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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1500 

참고한 자료 

UK: BS 6079-1: 2002 

Germany: DIN 69901-2 PM Process Model 

USA: ANSI/PMI 99-001-2004 PMBOK Guide 

 ISO 10006: Guidelines for Quality Management in Projects 

 Individual inputs from WG2 Subject Matter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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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프로젝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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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Project Environment 

Project 

Project Management Processes 

Product Processes 

Support Processes 

Project Organization 

Project Governance 

Operations 
 
 Deliverables 

Benefits 

Organizational Strategy 

Opportunities 

Business Case 



프로젝트 프로세스(projec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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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Efficiency 

Product 
Processes 

Support 
Processes 

Project Management 
Processes 

Product, Service, Result 

Valuable 
Support 

물류, 재무 
회계, 안전 등 

Project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그룹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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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기획 

통제 

실행 

종료 

사업 
계획 

계약 
 

제안 
요청 

프로젝트헌장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프로젝트계획서 

승인된 변경 
성과보고 

프로젝트계획서 
리스크 관리대장 

변경요청 
이슈기록부 
성과데이터 

승인된 변경 

프로젝트계획서 
리스크 관리대장 

경과보고 
프로젝트완료보고 

이슈기록부 
교훈 

프로젝트
계획 

이전 
프로젝트 

정보 

교훈 

시정 
조치 

작업 
성과 
보고 

승인된 
변경 

완료 
보고 

범례 
 
 
           주요 프로젝트 정보 
 
           프로세스 그룹 간 관계        
 
           대표 입력물 또는 산출물          



PM 프로세스 그룹과 주제(subject)그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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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그룹 
프로세스 그룹 

착수 기획 실행 통제 종료 

통합 프로젝트헌장 개발 
프로젝트계획 
개발 

프로젝트작업 
지시 

프로젝트작업통제 
변경통제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 
교훈 수집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식별 이해관계자 관리 

범위 

범위 정의 
작업분류체계 
작성 
활동 정의 

범위 통제 

자원 프로젝트팀 구성 
자원 산정 
프로젝트조직 
정의 

프로젝트팀 개발 
자원 통제 
프로젝트팀 관리 

시간 
활동 순서 
활동 기간 추정 
일정 수립 

일정 통제 

원가 
원가 산정 
예산 편성 

원가 통제 

리스크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대처 리스크 통제 

품질 품질 계획 품질 보증 수행 품질 통제 수행 

조달 조달 계획 공급자 선정 조달 관리 

의사소통 의사소통 계획 정보 배포 의사소통 관리 



KS A ISO 
21500:2013 

2. 프로젝트관리 표준 – KS A ISO 21500 



2. 프로젝트관리 표준 – KS A ISO 21500 



2. 프로젝트관리 표준 – KS A ISO 21500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자료 출처: 한국표준정보망 
               (www.kssn.net)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출처: 김록환 표준개발실장, 2014, 201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도입 배경 

25 출처: 김록환 표준개발실장, 2014, 201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NSC 정책 구현 방향 

26 출처: 김록환 표준개발실장, 2014, 201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개념 

27 출처: 김록환 표준개발실장, 2014, 201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성  

28 출처: 김록환 표준개발실장, 2014, 201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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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록환 표준개발실장, 2014, 201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활용 범위  

30 출처: 김록환 표준개발실장, 2014, 201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의 NCS 활용 방법 

31 출처: 김록환 표준개발실장, 2014, 201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에서 프로젝트관리의 위치 

32 

출처: www.ncs.go.kr 



NCS에서 프로젝트관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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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ncs.go.kr 



결론 



국제PM표준(ISO21500)과 NCS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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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ISO21500, PMBOK, PRINCE2 등) 

프로젝트관리 체계 
(절차, 템플릿, 교훈, 과거 사례, 지식DB) 

국제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고객, 경영진, 발주처의 선진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요구에 대응 

 선진 프로젝트 관련 기업,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용어, 절차, 기법) 

 불확실성이 큰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선진 기업으로서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개인역량 

개인역량 

개인역량 

조직역량 
(PM성숙도) 

개인역량 

개인역량 

NCS 

교육.훈련, 
채용, 
자격 



Q&A 

 

 

 

Q & A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 

 김정수 대표 

 글로벌프로젝트관리연구소㈜(www.gpmlab.com) 

 전화: 02-6347-3980 

 Mobile: 010-3768-7126 

 Email: jesskim@gpm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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