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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시스템 구축(System Integration) 및 유지보수(System Maintenance) 사업은 긴 사업 기간과 함께 

하나의 사업을 다양한 업체와 함께 협력하여 개발을 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대형 IT서비스업체는 컨

설팅 및 제안을 통해 고객의 업무와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업 체계 관리 및 운영을 주로 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리 위주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임직원들

의 개발 역량 부족 문제가 발견되고,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다양한 업체와 협력하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직결되어 시스템의 품질 및 결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및 예

방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작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경쟁이 심화 되어 포화 되었으며, 대부분의 IT서비

스기업은 SI사업에서 솔루션사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

리고 있으므로 직원들에 대한 기술 역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기업은 준비가 미흡할 뿐

만 아니라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IT서비스업체에서 진행된 개발역량강화 학습조직 적

용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을 해보고자 한다.  

1. 서  론 

국내의 시스템 구축(System Integration) 및 유지보수 

(System Maintenance) 사업은 긴 사업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이 여러 개의 다양한 업체에서 협력하여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크게 보면 고객의 업무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방법론을 적용 하여 

사업 체계를 관리 및 운영하는 대형 IT서비스업체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능을 개발하는 

협력사가 서로 협력하여 사업 진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운영 시스템의 

장애 예방에 있어서 고객-사업자-협력사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의 이해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IT 시장은 이미 경쟁이 심화 되어 

포화가 되었으며, 이것은 곧바로 대형 IT서비스기업간의 

가격경쟁으로 연결되어 시장점유율에만 목표를 치중 

하여 제살 깎아 먹기 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이와 같은 

시장 축소와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협력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더 이상 수익성이 안 좋은 SI사업을 기피하고 

솔루션 단위로 개발을 하여 사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에 대한 기술 역량이 시급하게 되었고 

역량 강화 활동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고 대, 

중소기업 상생 정책의 일환으로 대형 IT서비스업체의 

국내 시장 참여 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IT서비스업체는 자동적으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역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IT서비스업체에서 개발역량강화 학습조직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발역량강화 향상에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학습의 목표 및 추진방안 

본 학습조직에 구성 하기에 앞서서 사원의 개발 역량 

보유 수준을 파악하기 일환으로 2012년 10월, 11월 두 

차례 걸쳐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수행 되었고, 필기는 JAVA와 SQL (Oracle) 각 

15 문항이며 실기는 Web Programming으로 실시 

되었다. 

학습조직의 목표는 4개월간의 매주 1회 이상 수행을 

통해서 프로젝트 현장에서 초급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기초 개발 역량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역량평가 

테스트에 합격을 목표로 하였다. 학습 조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4주간의 Pilot 

수행을 통해서 교육 교재를 작성하고 실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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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을 수집하였다. 

학습조직의 구성은 대리 4년 차 이상의 고직급자를 

멘토로 하고 4년차 이하의 사원을 멘티로 하여 총 

17개의 학습 조직을 생성 하였다. 

구분 교육(4~5회) 실습(75%) 테스트(15%) 

개요 

이론에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필요한 사항 교육 

테이블 설계 

CRUD 기능실습 

개인별 상이한 

과제 제공 

상세 

내역 

-프로젝트 환경의 

이해(팀구성, 

개발환경, 산출물) 

-Framework 이해 

-Web환경에서의 

Data흐름 

-개발툴 핵심기능 

-소스 Inspection 

-DB 설계 

-목록조회 및 검색기능 

실습 

-등록기능/ 멀티트랜젝션/ 

Validation 처리 

-상세조회기능 실습 

-삭제기능 실습 

-수정기능 실습 

-DB 설계 

-가능구축 

-통합테스트 

산출물 
교육과목별 

교육자료 

화면정의서, 테이블설계서, 

업무기능분해도, 구현소스 

좌동 

표 1. 학습조직 추진 내용 

 

3. 본  론 

임직원의 개발역량 향상을 위해서 공공 분야 

기술지원조직에서는 멘토 21명 멘티 71명으로 17개의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12주 동안 운영 및 교육을 

함으로써 이후 학습조직에서 자체 평가 기준 합격 시에 

자사 경영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개발역량 테스트를 

통해 학습조직을 실시 하기 전과 후의 수준 향상 

효과를 검증 해보았다. 

3.1 학습조직 운영 

각각의 학습조직은 멘토가 [그림1]의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한 블록스케줄을 작성하고 각 멘티별 

주제를 선정하여 화면정의서를 작성하고 제공 함으로써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였다. 멘티는 일일 보고를 통해 

진행 상황과 질의를 하고 멘토는 일주일에 한번 장소와 

시간을 섭외하여 점검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 9주간의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3주간의 과제를 통해서 기능 

구축 및 통합테스트를 하여 각 멘티 별로 실습 및 

과제에 대한 결과 도출 했는지 여부와 테스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점수 산정하여 멘토가 학습조직 

운영팀에 결과보고를 했다. 

 
그림 1. 학습조직 일정 

① 교육 - Devon F/W, Java, JSP, HTML, JS, JQuery, 

JSTL 등 실습과제 내 사용되는 기술 강의                      

- 기본강의 4주 , Inspection 1주, 필요강좌 1주 추가 

(총 6회 구성)  

② 피드백 - 멘티 일일보고 확인 및 QnA 피드백 

3.2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조직은 주로 실습 위주의 형태로 진행 되며, 

개인별 일정에 맞추어 개발이 진행 되며 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기에 파일럿을 통해 실전에서 필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교재를 작성하였다. 각각의 

학습조직은 멘토에 의해서 필요 시에는 매주 진행이 

되었으며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교육 진행 중에 도출된 추가 내용이나 

변경 사항은 교재관리조직에게 내용 및 의견을 

전달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학습조직 자체 교육 또는 

교재 버전업을 통해서 재 배포를 하여 이후 교육에 

활용 될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다. 

과목 주요 내용 

웹 프로젝트 환경의 

이해 

- 개발준비 항목 체크 - 분석/설계문서 

- 개발환경 (로컬, 개발서버, 테스트서버) 

- F/W 역할 및 특징 소개 

- F/W Navigation 수정 및 사용 함수 설명 

- F/W 비교 

웹 환경에서의 Data 

전달 

- 데이터 전달(JSP->Navigation -> Cmd -> Biz -> 

Dao -> SQL) 

- data, mdata 

- Debugging(Llog 활용법, Debug eclipse 사용법) 

- Eclipse 기능 설명 

jsp와 html, js, jstl, 

jquery 

- HTML 화면 구성 ( form , input 등 ) 

- JSP 에서 값 셋팅 (get) 

- JSP 에서 값 전달 (submit) 

- JSTL 을 이용한 화면 구성 

- Jquery 를 이용한 화면 구성 

- Ajax 를 이용한 화면 구성 

- JS, CSS, HTML5 

SQL Query - Database Architecture 

- DB Connection flow & SQL 

- JOIN 이란? 

- Transaction 이란? 

- UNION 등 집합 함수 

- 다양한 내장함수 및 주요 내장함수 

- Index, Plan 

표 2. 교육 자료 내용 

3.3 개발역량 향상 효과 검증 

개발역량 향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사의 

경영기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개발역량 테스트를 통해 

학습조직을 실시 하였을 때 수준 향상을 조사하였다. 

[그림2]는 2012년 사원을 대상으로 개발역량 테스트를 

조사하였을 때 수치로 나타나있다. 여기서 초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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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그림3]과 같이 level2(응용)를 요구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학습조직을 하기 전에 점검 결과 

6%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습조직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을 성공적으로 부합한 이후에 

점검을 한 사원의 경우 level2 이상은 25%까지 

증가하였고 추후에 재 시험 합격률은 약 50%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 사원 개발역량 점검 결과(2012) 

 

그림 3. 역량 점검 가이드 

 

4. 결  론 및 기대효과 

국내 대형 IT서비스업체는 기업별로 내재화된 교육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개발 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개발 기회의 부족으로 역량 저하가 

불가피 하며, 비용 대비 낮은 생산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다. 본문에서 제시한 학습조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 역량 강화를 한다면, 직원은 조기 전력화 

및 프로젝트 적응도가 높아져서 자긍심이 고취되고 

개발 스킬 상향 평준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조직은 

프로젝트 만족도가 높아지고 협력사와의 업무 진행도 

탄력이 생기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 제시한 사례는 대형 IT서비스업체의 

기술지원조직에서 앞으로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비하는 활동이 주된 

내용이었다. 추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인 수행 방법을 찾아서 역량 

강화 하기 위한 활동을 더 다양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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