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사전 합의 되었던 개발범위의 작업일정대로 진척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① 사전 계획대로 문제없이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② 생각보다 매끄럽지는 않지만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소통 및 기타 문제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이미 프로젝트 진행 간 약간의 문제가 발생 했으며 협의중입니다. 

 

Q2. 프로젝트 과업 지시는 어떻게 전달 하고 있나요? 

① 프로젝트 세부사항 포함 내부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 전달 하고 있습니다. 

② 파트너측 전문가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③ 프로젝트 관련 큰 맥락에 대해서만 결정 후 내용을 전달 하고 있습니다. 

④ 이슈 발생시에만 세부사항에 대해 결정 내용을 전달 하고 있습니다. 

⑤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  

 

Q3. 프로젝트 진행 간 소통은 누구와 진행 하고 있으신가요? 

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담당자 별로 소통진행 

②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파트너사 전문인력 1명과만 소통진행 

③ 파트너사 프로젝트 담당 전문인력 1명 외 , 임직원과 동시 소통 진행  

④ 양사 구성원 다수 대 다수가 소통진행 

 

Q4. 프로젝트 진행 간 소통 방식은? 

① 주로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며 진행 내역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② 주로 구두, 전화통화를 통해 필요시에만 소통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③ 주로 협업툴을 통해 소통 진행하며 진행 내역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④ 파트너가 소통하는 방식에 따라 이메일,전화등을 혼용하여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Q5. 프로젝트 진행 간 서로간 정한 소통 룰은 있으신가요? 

① 주 1회 정기적인 진행사항 확인/소통 진행  

② 2주 1회 정기적인 진행사항 확인/소통 진행  

③ 필요시에만 비정기적인 진행사항 확인/소통 진행 

④ 딱히 정한 룰은 없습니다. 

⑤ 계약초기 정한 소통 룰은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Q6 파트너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료 및 요청사항에 대한 피드백은? 

① 보통 1일이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② 보통 3일이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③ 보통 7일이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④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과정이 복잡하므로 7일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주로 상황에 따라 상대와 합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여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Q7. 계약 당시 기준 약속된 작업범위(량)에 맞춰 진행이 되고 있나요? 

① 계약 당시 합의된 문서(또는합의 된내용)의 작업범위대로 진행 중입니다. 

②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지만 서로간 합의가 되었고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③ 작업범위가 약간 변동사항이 있었지만, 어느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④ 전체 작업 범위대비 20%이내의 범위 추가 또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⑤ 전체 작업 범위대비 30%이내의 범위 추가 또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Q8. 파트너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리스크는? 

① 소극적인 업무 대응 태도  

② 프로젝트를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 

③ 정해진 일정 대비 느린 진척 사항  

④ 상호 커뮤니케이션 오류 ( 이해력의 차이 )  



⑤ 파트너(개인,팀,기업)의 능력을 초과하는 동시 타 업무진행  

⑥ 해당사항없음 ( 위험 리스크가 없습니다.) 

 

 

Q9. 현재 전체 작업 중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하는가? 

① 20%이하 

② 40%이하  

③ 60%이하  

④ 80%이하 

⑤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