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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COMPLEXITY & 
CHALLENGES
these create?

비즈니스전략과프로젝트의연계

기업 프로젝트 환경의 변화



프로젝트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프로젝트 및 운영업무의 가시화

비즈니스 전략 및 목표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의 구성 및 우선순위 최적화

최적화된 Resource 관리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의 투자 Performance 관리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 및 협업의 개선

이슈 및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이와 관련된 대처방안

향후 확장에 대한 Scalability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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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Project Server (EPM)솔루션 개요

▪

◼ 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엮고 관리하고자 하는 Systematic 
Approach

◼ EPM 의 대상은 일반적인 개발 및 개선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 전략적 추진과제

▪ 경영혁신 활동

▪ 운영 개선

▪ 전통적인 개발 프로젝트 등을 모두 포함

◼ EPM 은 전체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요소, 즉 People, Process, Technology의 원활한 활용을 가능케
함.

◼ Visibility : 조직 내의 모든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자원 별

작업 수행현황을 시각적으로 확인

◼ Insight : 진행상황중의 작업 별 또는 자원 별 변동 사항이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자동분석

◼ Control : Project가 제공한 상황예측정보와 분석 정보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입체적으로 통제

EPM 이란? Project Server의 목적



Project Server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모델

프로젝트 진행 관리

프로젝트 종합적인 상황 분석

프로젝트 종합관리

작업 진행률 등록

(CIO임원/팀장)
▪ 전체 프로젝트 현황 모니터링
▪ 일정현황 모니터링
▪ 이슈,리스크, 보고서 확인

PMO
▪ 전체 프로젝트 변경관리
▪ 전체 프로젝트 진행관리
▪ 전제 프로젝트 상황 분석

PM
▪ 프로젝트 등록
▪ 세부작업(Task) 등록
▪ 자원할당
▪ 일정관리
▪ 산출물 관리
▪ 이슈,리스크,보고서 관리

팀원(PL, 팀원)
▪ 내 작업 확인 및 진행률 등록
▪ 이슈 등록
▪ 리스크 등록

프로젝트
진행정보

이슈/
리스크
정보

자원할당
정보

문서정보

개인별
작업

자원관리

프로젝트
관리

문서관리

이슈/
리스크

관리

Project Web App

Project Professional

Project Web App



Project Server 도입 효과

Project Server ROI Framework For Shareholder Value Creation

Shareholder Value 
Creation

Decrease
Costs

Increase Revenue

• 효율적인 인적 자원 및 시간 관리로 프로젝트 시간 단축

• 전사적 자원의 통합관리로 비용절감

• 팀원간 또는 프로젝트간 협업 기능을 통한 업무 효율화

• 반복적 단순업무의 감소로 직원 동기 부여

• Web 기반의 프로젝트 정보 접속

• 전사적 프로젝트 및 자원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정보 활용

• 프로젝트 도구의 표준화

•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고도화 및 합리화

• 전사적 프로젝트 통합관리로 업무간 협력 원활

정보관리의 효율

프로세스의
효율

시간 단축

업무생산성
향상

기업 가치
제고

• 기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도 평가 및 조정 지원

• 상품 및 서비스의 Time-to-Market 시간 단축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MS Project Server 시장 점유현황

2004 2005 2006 2006 Share (%) 2005-2006 Growth (%)

Microsoft 159.1 170.8 184.2 32 7.8

HP 40.6 50 62.3 10.8 24.6

CA 31.1 45.8 59 10.2 28.9

Primavera Systems Inc. 35.4 39.4 42.8 7.4 8.6

Planview 23.8 25.9 28.2 4.9 8.9

IBM 15 20.3 22 3.8 8.6

SAP 10.7 16.3 21.3 3.7 30.7

Compuware 17.9 18.8 20.6 3.6 9.6

Business Engine Corp. 11 15.7 17.1 3 8.8

SERENA Software 7 8.7 10.5 1.8 20.6

Trilogy Software Inc. 7.6 7.8 7.9 1.4 1.3

Eproject 2.4 3.8 6.2 1.1 63.4

Oracle 3.7 5.2 5.7 1 9.9

Borland Software Corp. 0.5 2.1 3.1 0.5 44.7

Epicor Software Corp. 0.4 1.2 2.2 0.4 84.2

Innotas 0.2 0.8 1.6 0.3 100.1

Subtotal 366.5 432.6 494.7 85.9 14.4

Other 51.3 59.6 81.3 14.1 36.4

Total 417.7 492.1 576 100 17 Source: IDC, August 2007

Worldwide IT Project and Portfolio Management Revenue by Vendor



MS Project Server 솔루션 구성

임원
포트폴리오 분석가

기간계

시스템

임원
리소스 관리자

팀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웹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Project Server 2019

Sharepoint Server 2019

Project Professional 2019

Project Web App Project Web App



MS Project Server 솔루션 주요기능

프로젝트 통제, 
Early Warning

전사 차원의 모든
프로젝트의 통합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가시성 확보 / 분석기능

프로젝트 교훈 및
Best Practice 제공

프로젝트, 자원, 프로세스,
의사소통 체계 통합관리

• 프로젝트, 일정, 범위, 비용, 성과, 이슈, 위험에 대한 관리기능
• 프로젝트 팀원들의 원만한 협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산출물의 관리기능을 제공
• 조직 고유의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Work Flow) 지원

• 현재 프로젝트 상태에서 향후 위험을 고려한 최적의 프로젝트 일정변경 지원(CPM, PERT)
• 지연작업이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의 실시간 분석 / 지연작업 및 향후 작업에 대한 Mailing

• 프로젝트 간의 선/후행 관계 및 종속성 관리를 통한 멀티 프로젝트 관리와 프로젝트 간의 상호 영향을
주는 위험에 대비
•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따른 자원 배정 / 자원 초과할당 상황 확인 및 평준화 기능

• 전체 프로젝트의 KPI 뷰 제공. 프로그램/포트폴리오 레벨에서 문제 프로젝트 Drill Down기능 제공
•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다차원 분석 및 추이 예측 기능

• Global Standard 프로젝트 관리 기법 제공
• 기존 성공 프로젝트 사례의 광범위한 활용 (표준 WBS 제공)

프로젝트 관리기능





Project Server 구축 CASE 1 – 기본기능 구축



Project Server 구축 CASE 2 – Project Online



전체 프로젝트 현황

이슈 현황



Project Server 구축 CASE 3 – 기본기능 + 대시보드



Project Server 구축 CASE 4 – 기본기능 + 대시보드 + 
커스터마이징



주요 기대 성과

•프로젝트유형/등급별 표준화된 WBS 템플릿 사용으로, 개발계획 수립수준 상향조정

•Milestone 단위에서 Task단위의 일정현황 파악가능

기대성과 1 프로젝트계획 정확도 향상

•Web 시스템을 통하여 PM/팀원/관리자 등 동시공유

•프로젝트 지연시 Early warning 기능 제공으로, 사전 문제파악 가능

기대성과 2 진척관리 향상

•하나의 화면에서 전체 프로젝트 정상/지연/미착수 등의 진행상황 모니터링

• 전체 프로젝트의 Risk, Issue , 산출물 등을 한 화면에서 명확하게 조회

기대성과 3 프로젝트 Dashboard 제공

•계획수립 :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Task별 인력 할당

•실적입력 : Web에서 Task시작일/완료일 및 Time sheet 입력 (타임시트사용시)

기대성과 1 업무할당 명확화 및 진행상황 실시간 공유

• Task  산출물간 연계기능 및 산출물 버전관리 기능제공 (sharepoint)

•프로젝트 수행도중 발생하는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한 통합관리

기대성과 2 Task기반 일정/산출물/이슈/리스크 연계기능 제공

구성원 측면

관리자 측면



주요 기능



CP / Service
Identification

Technical
feasibility

Initial
Development

Application
Completion

Gate QA Process

Contract

Monitoring

Total : 00
New : 00

Sent : 00
Review : 00
Feasibility : 00

NDA : 00
App. WBS : 00
Gateway : 00

진행 : 00
완료 : 00

대기 : 00
CV1 : 00
CV2 : 00
준비 : 00

협상 중 : 00
검토 중 : 00
완료 : 00

Project List 프로젝트 명

기본 Process 서식

기본 WBS 서식

CP / Service
Identification

Technical
feasibility

Initial
Development

Application
Completion

Gate QA Process

Contract

Monitoring

Total : 00
New : 00

Sent : 00
Review : 00
Feasibility : 00

NDA : 00
App. WBS : 00
Gateway : 00

진행 : 00
완료 : 00

대기 : 00
CV1 : 00
CV2 : 00
준비 : 00

협상 중 : 00
검토 중 : 00
완료 : 00

Project List 프로젝트 명

QA Process

대기 : 00
CV1 : 00
CV2 : 00

PWA

PWA를 이용하여 Process 단계 수정
PWA를 이용하여 WBS 일정 변경

Process 및 WBS 서식화



자원구성

웹에서 템플릿을 선택하여
과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과제의 기본 정보를 입력할 때
PRM,TRM과 연동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MS Project 에서 가능하던 일정 시뮬레이션, 
작업레벨링 등의 작업이 웹에서 가능합니다.

표준 WBS 입력 및 수정 기능



3. 소프트웨어 개발 방안

웹에서 자원을 선택하여
해당 과제의 팀원으로
지정가능합니다.

팀 구성 및 자원 배정



3. 소프트웨어 개발 방안

진도 관리
과제 기획 단계의 계획에 맞춰 배정된 작업
보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Bottom Up 
방식으로 진도 관리하며, 각종 메일 알림 및
아웃룩을 통한 메시징을 통하여
진도관리(Exchage Server 필요)를 합니다.

비용 관리
계획 대비 실제 집행 비용을
실적에 과제 진도에 맞춰 관리
하며 프로젝트 전체 비용
확인이 가능하다.

Risk & Issue 관리
과제별 등록된 Risk, Issue를 개인화 하여 관리하며 담당자 통보, 관리자 점검을
독려하며 처리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Issue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한다.

과제 실행



과제의 Stage, Milestone 상황에 따라서
과제 그룹핑 및 필터링 가능

전체 과제 목록 관리



이슈 등록 시 WBS의 해당 항목
선택 기능

항목연결

프로젝트
센터에서 확인

개인화된 화면을
통해 내용 확인

확인

Issue & Risk 관리



권한별대시보드

자료조회및 출력

투입자원분석

프로젝트비용분석

통계 권한별 대시보드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전체 과제현황 또는 참여한 과제 현황
그리고 개인화된 전달 정보를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할당하여
개인화된 최신정보를 손쉽게 확인 한다.

과제 통계 정보
과제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정보를 미리 설정된
기준(기간별, PRM별, TRM별, 자원별 등…)에 적합하게
요약정보, 차트의 형태로 제공 한다.

통계



3. 소프트웨어 개발 방안

단계별 프로젝트 진행 관리 – 임원 산출물 기반 진척률 - 임원

가용인력 관리 - 자원관리자 프로젝트 투입인력 관리 - 자원관리자

프로젝트 진행 관리 – 임원

프로젝트 Dashboard  View



권장 SW , HW



▪ 권장 HW,SW 시스템 구성

환경 구분 서버 사양 수량 비고

운영용
Project Web/App/SQL DB 서
버

CPU: Xeon 3.0 Quad x 2 이상

Memory:  최소 16GB 이상 32GB 권장

OS용 Disk: 146GB x 2 Raid-1

DB용 Disk: 146GB x 4 Raid-5

1
운영체제 보호를 위해 미러링 (RAID 1) 필요. DB 
Data 보호를 위하여 RAID5 필요.

왼쪽같이 구성하면 실제 사용가능한 공간은 438 GB

환경 구분 기능 S/W 사양 수량 비고

운영용

Project Web / App 서버 / Project 
DB 서버

OS Windows Server 2008 R2 64비트 Standard Edition 1

App 
Server

Office Sharepoint Server 2013 Enterprise Edition 1

Office Project Server 2013 1

DBMS SQL Server 2008 R2 64비트 Standard Edition 1

클라이언트

CAL Office Sharepoint Enterprise CAL 100

CAL SQL Client Access License 100

CAL Project Web App CAL 80
전체사용자수(100명) –
PM 수 = 80

Copy Project Professional 2013 20
Project Manager의 숫자
대로 권장



제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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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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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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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발프로젝트관리

• 동일고무벨트 PI(Process Inovation) 진행관리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전사 R&D 관리시스템구축

• Project Server 및 CCPM 기반의 대표 프로젝트 관리

• 고속로기술개발부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 CCMI Level 3 기반의 프로젝트관리

•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 제품개발일정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