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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PMS

개발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이슈 관리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쉽고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여러 프로젝트의 개발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업무 상황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방지 
하고, 담당자들의 업무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취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를 위한 기획 업무에 
기획, 개발, 디자인, 마케팅팀이 함께 협업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른 
일정공유와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프로 
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인사/총무/회계팀의 보고서를 쉽게 취합하고, 
경영진이 확인해야 할 재무 관련 이슈 및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로 직원들이 더 많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직 담당자 기획 담당자 임원 및 CEO 

회사의 프로세스에 따라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이슈관리가 가능합니다

함께 사용하면 좋은
R&D전문플랫폼 서비스

PMS

프로젝트 관리, 똑! 부러지게 보여주마! 
예산, 일정, 참여인력, 이슈, 자원, 원가, 비용관리가 PMS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R&D전문플랫폼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CRM 영업수주성공 또는 
R&D전문플랫폼 거래처 정보를
불러와 프로젝트 등록

프로젝트 실패 관리
(이슈관리, 실패원인분석, 비용처리)

(결산정보/ 전표)
Smart A 10 / R&D전문플랫폼

프로젝트 등록 프로젝트 완료 최종 결산

프로젝트 실패 ERP연동 전송
CRM / 거래처
프로젝트 등록

프로젝트 관리 업무 수행

· 프로젝트 정보, 이슈, 일정, 자원 관리

· 참여인력 관리

· 예산수립

· 예산집행관리

· 프로젝트 단계별 전자결재 진행
· 비용사용내역 수집
  (경비관리, 전자세금계산서)R&D전문플랫폼 서비스 연동 R&D전문플랫폼 서비스 연동



프로젝트 관리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 프로젝트, 산출물, 투입자원, 예산, 일정관리 등 상세정보관리
· 칸반보드 방식의 실시간 이슈 등록으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 간트차트를 통한 일정등록 및 담당자 업무 분배
· 프로젝트 장비, 물자, 시설 등 기타 자원관리

쉽지만 꼼꼼한 프로젝트 현황 파악 및 관리

R&D전문플랫폼 서비스와 연동

· PMS, CRM, 거래처 연동으로 쉬운 프로젝트 등록
· 프로젝트 단계별 설정에 따라 전자결재 진행
· 경비관리, 전자세금계산서로 비용사용내역 수집 및 관리
· 결산정보의 Smart A 10 등 기업솔루션에 연동되어 전송

WE CRM 거래처 연동으로 쉬운 프로젝트 등록

쉽고 편리한 프로젝트 예산 관리

· 상세한 예산수립과 버전별 예산서 관리 
· 경비관리 연동을 통한 실시간 집행금액 관리
· 결산을 통한 프로젝트 원가분석

스마트한 예산수립으로 예상 지출 관리

PMS 주요 기능

현황 조회

프로젝트 관리

일정 관리

업무 관리

자원 관리

예산 관리

· 대시보드를 통한 진행현황, 이슈현황 조회
·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및 조회

· 프로젝트별 담당자 등록 및 조회 권한 설정
· 칸반보드 방식의 이슈 등록 및 공유, 담당자 및 우선순위 관리

· 간트차트 활용한 프로젝트 일정 등록, 담당자 지정 및 진행률 관리

· 개인별 업무 진행률 관리와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 회사의 시설/장비/용역 등록 및 프로젝트별 자원 예약 관리

· 프로젝트별 예산서 등록, 버전별 관리, 전자결재 연동 기능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현금 실 매입내역 등록
· 경비관리 매입내역 불러오기
· 실시간 프로젝트 원가 분석

도입 문의  1688-5000  www.weh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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