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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고민

▪

▪

팀원들의 일상업무도 관리해야 되는
데, 프로젝트 작업과 일반작업을 같

이 관리할 수 없을까?

외근중에는 모바일에서도 프로
젝트를 관리해야하는데...

전체 프로젝트의
공정율을 바로 확인할 수

는 없을까?

쓰기 편하면서 빠른, 그러면서 도입하
기 저렴한 솔루션은 없을까?

요즘 경기도 안좋은
데.. 이럴수록 프로젝
트 관리는 제대로 해

야 되겠고..

프로젝트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프로젝트 산출물,이
슈를 제대로 관리 할 수 없을까?



ProjectPoint 솔루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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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솔루션개요



Ⅰ. 솔루션개요

솔루션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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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현황 개인현황 이슈 현황



솔루션아키텍쳐



호환성

Merto UX Framework 채택 – 미려한 디자인

사용율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기능 제거 – 핵심에 집중

국내 사용자에게 익숙한 UI 구성

UI 개인화 기능

확장성 및 합리성

통합 MY 대시보드에서 모든 처리업무 통합 관리

사용자 교육이 거의 필요없는 직관적인 UI 구성

다양한 문서 Export 및 WBS Excel Upload 지원

쉬운 사용성

반응형 Web Framework 으로 모든 디바이스 자동 최적화

순수 HTML 5 기반으로 모든 Page 모바일 View 제공

(Gantt Chart 제외)

Rest 기반 표준 API 제공으로 무한 Customization가능

안정적인 상용 컨트롤 사용 : Telelik, DhtmlX Gantt

국내 Vendor 제품으로 빠른 오류 수정 및 고객사

Needs에 적극적 대응

합리적인 License 정책

솔루션 특장점
Ⅰ. 솔루션개요



솔루션 주요화면
Ⅰ. 솔루션개요



Ⅱ. 솔루션세부기능

WBS 관리



Dashboard 예시
Ⅱ. 솔루션세부기능



작업 실적 승인

작업 실적 관리
Ⅱ. 솔루션세부기능



산출물관리

전문검색(Full-Text Search)은범위 제외

Ⅱ. 솔루션세부기능



팀원간커뮤니케이션



팀원 배정 관리



Mail 알림
Ⅱ. 솔루션세부기능



다국어기능

. 번역을 위한 번역 비용 발생

Ⅱ. 솔루션세부기능



System 기능
Ⅱ. 솔루션세부기능



모바일지원

http://pms.projectpoint.co.kr

http://pms.projectpoint.co.kr/


Project Point 솔루션 구성

기간계

시스템

임원
프로젝트 관리자

팀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옵션)

서비스

웹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Project Point Server 2016

Windows Server 2008, SQL Server 2008 이상

Project 2010 이상

Project Point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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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개요

프로젝트 포인트 솔루션 레이아웃

페이지기능설명

Project Point 시스템 로고

초기 화면

01

01 02

02 현재 선택된 페이지 명

03

06
로그인 사용자 정보 – 내 프로필, 시스템
설정, 로그아웃을 선택할 수 있다. 시스템
설정 메뉴는 시스템 관리자 권한일 때만
나타난다.

07

04

솔루션 메뉴

메인 컨텐츠

05 06

03 솔루션 전체 검색 필드

04 시스템 알림

05 시스템 언어 셋팅

0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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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개요

개발자 대시보드 화면

개발자가 로그인 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페이지

페이지기능설명

내 작업 갯수

개인 대시보드

01

01 02

02 변경요청 작업 갯수

03

03 이슈 작업 갯수

04

04

작업승인 요청 갯수

05 게이트리뷰 승인요청 갯수

05

06

07

게이트리뷰 승인 갯수

06

08

09

07 내 작업 진행상태 그래프

08 등록 및 배정된 이슈 현황 그래프

09 금주/차주 예정작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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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개요

전체 프로젝트 리스트 화면

프로젝트 명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요약정보, WBS, 

프로젝트 멤버, 이슈, 작업배정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페이지기능설명

새로운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버튼

프로젝트 센터

01

01 02

02 엑셀 다운로드 버튼

03

03 시작전, 진행중, 지연, 완료 등 프로젝트
상태 선택 리스트

04

04

프로젝트 검색을 위한 입력 필드

05 프로젝트 리스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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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개요

전체 태스크의 현황을 간트차트의 툴바의 기능을

설명하는 화면

페이지기능설명

간트차트 수정의 시작과 종료를 할 수 있는
버튼

프로젝트 WBS

01

01 04

02 WBS에 추가 삭제를 하는 버튼

02

03 WBS 작업의 수준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

04

03

WBS 작업을 위 아래로 올리는 버튼

05 초기계획을 설정 할 수 있는 버튼

05 06 07 08 09 10 11 12

06 변경계획을 설정 할 수 있는 버튼

07 WBS 작업들을 엑셀로 다운 받는 버튼

08
다운 받은 엑셀을 수정 후 업로드 하여
WBS에 반영 할 수 있는 버튼

09 간트차트의 일정을 일, 주, 월, 분기로 볼 수
있는 버튼

10 초기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

11 WBS 작업들의 레벨별로 볼 수 있는 버튼

12 간트차트를 전체화면으로 볼 수 있는 버튼

12

13
다른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드롭다운

13



24

페이지개요

간트차트 화면의 기능을 설명하는 화면

WBS 작업을 인라인으로 수정 할 수 있다.

페이지기능설명

작업 ID 필드

WBS 편집

01

01 04

02 작업명 필드

02

03
시작전, 정상, 지연, 완료 등의 작업 상태를
나타내는 필드

04

03

작업 기간 필드

05 작업 시작일 필드

05 06 07 08 09

10

06 작업 완료일 필드

07 작업 완료율 필드

08 작업 담당자 필드

09 작업의 상세 정보 창을 열 수 있는 아이콘

10
작업을 상태를 수정 할 수 있는 인라인 기능.
작업명, 기간, 시작, 완료일, 완료율을 수정
할 수 있다.

11
인라인 에디팅 시 담당자를 클릭 시 자원을
배정 할 수 있는 팝업창

12 담당자 배정 완료를 저장시키는 버튼

11

12 13

13 담당자 배정 취소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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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일프로젝트지원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칸반 보드 형식의 WBS 관리 지원

프로젝트 생성시 “애자일“ 모드를 생성하면 칸반보드 형식으로 만들어짐

WBS 칸반보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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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개요

작업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

작업 상세 창을 통해 작업의 내용을 수정 할 수 있다.

페이지기능설명

작업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탭

작업 상세 정보 창

01

01 0202 자원배정을 볼 수 있는 탭 03

03 선행작업을 볼 수 있는 탭

04

04

산출물을 볼 수 있는 탭

05 작업의 프로세스를 정리한 문서를 볼 수 있는
탭

05

06

06

작업의 수정된 내용을 볼 수 있는 탭

07

08

09 10

11

13 14

12

07 작업명을 수정 할 수 있는 필드

08
작업의 시작과 종료일을 수정 할 수 있는
필드

09 작업의 완료율을 수정 할 수 있는 필드

10
작 업 에 배 정된 사 용 자 가 결 재 요 청 시
승인요청을 받는 사용자를 지정 할 수 있는
필드

11
작업에 배정된 사용자가 지정 산출물을
등록해야 하는 산출물 종류 필드

12 작업의 메모를 수정 할 수 있는 필드

13 작업의 정보를 수정 후 저장하는 버튼

14 작업정보 창을 취소하는 버튼



27

페이지개요

프로젝트 작업배정 현황 화면
프로젝트 멤버들의 작업 배정현황 및 오버타임을
체크할 수 있다.

페이지기능설명

배정현황 날짜를 조절 할 수 있는 툴바

프로젝트 배정현황

01

01

02

02 프로젝트 멤버 리스트

03

03 프로젝트 멤버에 배정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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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개요

프로젝트 관리자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작업에

개발자를 배정하면 내 작업 리스트에 나타나고

승인요청을 통해서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 하는

화면

페이지기능설명

배정된 작업을 완료 후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작업승인을 요청하는 버튼

My Task

01

01 02

02
내 작업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

03

03
진행중 , 회수 , 반려 , 승인완료 등 결재
상태의 작업 리스트를 검색할 볼 수 있는
체크박스

04

04

내 작업의 리스트를 상태 별 개수를 파악 할
수 있 고 아 이 콘 을 클 릭 하 여 상 태 별
리스트를 볼 수 있다.

05

07

리스트 해당 필드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는 검색 필드

05

06

06 내 작업 리스트

06
실적 시작일, 종료일 및 완료율을 수정 할 수
있게 하는 수정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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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개요

프로젝트 작업배정 현황 화면
프로젝트 멤버들의 작업 배정현황 및 오버타임을
체크할 수 있다.

페이지기능설명

부 서 를 선 택 하 여 부 서 에 속 해 있 는
사용자들의 배정현황을 검색 할 수 있는
드롭다운

사용자 배정현황

01

04

05

02
프 로 젝 트 를 통 해 프 로 젝 트 멤 버 들 의
배정현황을 검색 할 수 있는 드롭다운

06

03
사용자 명을 검색하여 배정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입력 필드

01 02 03

배정현황 날짜를 조절 할 수 있는 툴바04

05 배정현황 사용자 리스트

06 사용자에 배정된 작업





개발사 소개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 Project Point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 자체 개발)
- 프로젝트 팀이 작업, 변경요청, 이슈, 리스크, 산출물 등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상태 및 자원 할당에 대한 실시간 보고를 통해 팀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바일로 팀과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고 프로젝트를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관리

- 조직이 의도된 비즈니스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컨트롤과 유연한 팀 도구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프로젝트를 계획 및
관리

• Microsoft Project Server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 유연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 간편한 운영 및 관리
- 공동 작업 및 커뮤니케이션
- 모든 작업 관리 : 작업, 제안, 리소스, 일정, 프로그램 등 관리
- 고급 포트폴리오 관리 : 재무관리, 포트폴리오 분석 및 선택
- 데이터 기반 결정 : 문제점 및 위험 관리, 보고 및 BI
- Office 365를 이용한 확장성

•현재 수준 진단 컨설팅
- 대상 기업의 PMO 및 현업 사용자 그룹 (PM,PL,연구원)과 인터뷰

진행
-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재 프로젝트 관리 수준 파악 및 개선안 도출

• PMO 구성 컨설팅
- 프로젝트지원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PMO 구성에 대한

가이드
- 타사 사례 분석 , 타사의 프로젝트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

보고서 작성

• WBS 표준 프로세스 컨설팅
- 프로젝트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WBS 템플
릿의 기준을 설정함. 
- 표준적인 WBS의 구조 체계를 선정

• Task 산출물 체계 컨설팅
각 템플릿의 주요 단계에서 나와야 하는 산출물의 종류를 설정하여 주요
프로세스의 확인 및 검증 체계를 수립

아이티퓨쳐스 사업영역



아이티퓨쳐스 일반현황 및 PMS 구축 연혁

주요사업분야 프로젝트관리솔루션 구축, 교육, 컨설팅, 개발

주요연혁(요약)

2016년 ‘’Project Point 2016” 으로 버전 업그레이드

2015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주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
한 정기워크샵＂ 개최 (3월, 10월 2차례)

2015년 MS Project 와 레거시 시스템을 연결하는 “Project Point 
Connector” 출시

2014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주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
한 정기 워크샵＂ 개최 (3월, 10월 2차례)

2014년 Project Point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기반) 출시

2014년 한국형 프로젝트관리솔루션 “Project Point 2014” 출시

2013년 부산정보진흥원 MS Project 교육 파트너 지정

2013년 Project Server 2013 Ignite 한국파트너 참여 (호주 시드니)

2011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제2차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Project 워크샵＂ 개최

2010년 MS Project Server 기반 “TOP (Total Operational Project)” 솔
루션 출시

2010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Project 
워크샵＂ 개최

2009년 Microsoft 주최, 도쿄 Asia High Tech Summit 참여 “삼성전자
SW과제관리를 통한 SW경쟁력혁신 사례＂ 발표

2008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MS Project Adoption Center 지정

2008년 삼성전자 Project 교육 협력사 계약 체결

2007년 미국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주최 ‘Project Conference 2007’ 

한국파트너로 참여

2007년 본사 소재지 수원 이전

2007년 삼성전자 SW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2007년5월 ~ 
2010년12월)

2006년 아이티퓨쳐스 설립



프로젝트관리솔루션 주요 수행실적
고객사명 프로젝트명

• R&D 연구 프로젝트 관리

• 신규거점패키지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부 PLM : 상품개발 라이프사이클 관리

• 전사 S/W프로젝트 관리 : S/W 프로젝트 일정, 자원, 개발자 관리

• LSI 사업부 신제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 통신연구소 R&D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 TSST 제품 개발 프로젝트 관리

• 동일고무벨트 PI(Process Inovation) 진행관리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전사 R&D 관리시스템 구축

• EPM 및 CCPM 기반의 대표 프로젝트 관리

• 고속로기술개발부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 CCMI Level 3 기반의 프로젝트관리

•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 제품개발일정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