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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MS 서비스 소개 3

                
본 이용가이드는 PMS서비스에 대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업데이트에 따라 서비스와 문서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이드이용가이드

  

회사의  프로젝트와  이슈 , 예산  집행정보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도구  입니다 .
    

     

      
진행할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상대거래처나  CRM영업수주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활동에  따른  정보관리와  예산수립 /집행 , 프로젝트의  자원과  이슈 , 일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 
회사의  프로세스에  따라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이슈관리가  가능합니다 .
  

   

 
           
 

PMS

PMS서비스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서비스 입니다 .

PMS 프로세스 안내

꼭 읽어주세요
CRM, 전자결재, 경비청구, ERP(IU) 서비스와 연동을 원하시는 경우, PMS서비스와 함께 서비스 구매 및 배포를 진행하
셔야 합니다.

[PMS] 서비스소개



   

    

           

     

2. 프로젝트 수행

- 등록된 프로젝트의 기본정보나 상대거래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회사의 참여인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일정을 간트차트 형태로 등록 관리하며, 선행 일정에 대한 우선순위 관리와 종속관계설정

도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 진행시 발생되는 이슈를 칸반보드 형태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젝트 예산관리

- 프로젝트의 매출액을 등록하고, 예산계획에 따라 예산수립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여러개의 예산서 중

활용할 예산서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4. 전자결재 연동

프로젝트의 각 단계 진행에 대해 필요한 단계에 전자결재를 통해 승인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각 단계는 필요한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승인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재라인은 회사의 절차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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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상단상단  카드영역카드영역

대시보드 상단영역 카드영역은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현황과 관련 이슈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PMS !"# $%&'()*+ PMS ,-./0 123/, 4567, 8967 8 : ;<= >? @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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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프로젝트 : 프로젝트의 진행상태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하단 진행현황 프로젝트 리스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상태 : 완료, 진행 중, 보류, 지연, 실패)

2. 이번 달 종료되는 프로젝트 : 종료되는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프로젝트명 우측에 프로젝트의 이슈 건

수와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을 클릭할 경우 프로젝트 관리 메뉴로 전환

되며, 클릭한 프로젝트의  정보를 조회하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3. 실시간 이슈 : 특정 프로젝트 상관없이 총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실시간 이슈를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중요도, 이슈명, 프로젝트명, 이슈 등록일로 표시됩니다.

 

3. 3. 진행현황진행현황  조회조회

하단 리스트는 진행현황과 이슈 현황으로 나뉩니다.  먼저 진행현황은 프로젝트에 참여자로 등록된 프로젝트

만 조회할 수 있으며, 서비스 관리자는 모든 프로젝트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진행현황은 상태, 우선순위, 기간별로 정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정렬 기준에 따라 간트챠트가 재 정렬됩니

다.

1. 상태 : 완료, 진행 중, 보류, 지연, 실패

2. 우선순위 : 전체. 중요, 보통, 낮음

3. 기간 :시작일 순, 마감일 순, 등록일 순

 

 

4. 4. 진행현황진행현황__리스트영역리스트영역

Ju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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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현황 좌측 리스트는 구분/프로젝트명/거래처/시작일/투입 기간/진행률/담당자/이슈가 항목이 있습

니다. 항목을 클릭한 경우 가나다순에 따라 리스트와 간트챠트가 재 정렬됩니다. 또한 리스트 내역을 클

릭할 경우 프로젝트명을 클릭할 경우 프로젝트 관리 메뉴로 전환되며, 클릭한 프로젝트 정보를 조회하

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5. 5. 진행현황진행현황__간트챠트간트챠트  영역영역

2. !"#$ CRM %&' ()*+ ,- ./, 012+ ,3 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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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트챠트 : 리스트에 해당하는 진행현황을 월별로 보여줍니다.  확대/축소 클릭 시 대시보드에서 노출되

는 년/월/일 단위가 변경됩니다. ( 확대 클릭 시 : 월 -> 일, 축소 클릭 시 : 일 -> 월 )

2. 리스트 간트챠트 구분선 : 리스트와 간트챠트의 중간 구분선으로 원하는 영역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

할 수 있습니다.

   

 

6. 6. 이슈현황이슈현황

1. 이슈목록 : 이슈현황 영역은 이슈를 등록할 경우, 할일 체크여부에 따른 중요/보통/낮음으로 구분되어진

이슈 목록입니다. (이슈등록 가이드 참고를 권장드립니다.)

2. 이슈검색 : 이슈명, 이슈 작성자, 기한을 선택하여 이슈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차례수정 : 중요도 순 이슈 리스트에서 이슈카드를 드래그하여 이슈 차례를 조정 할 수 있다.  

2. 이슈추가 : 추가 버튼을 통하여 이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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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중요도 순 영역 추가버튼에 따라 할 일 체크 중요도 순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 중요도 변경 : 좌측 색띠를 클릭하여 중요/보통/낮음 체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진행현황 : 할일/진행/중지/완료로 이슈현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P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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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프로젝트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1. 프로젝트프로젝트  등록등록  진입진입

              

            

    

 

2. [12. [1단계단계] ] 프로젝트프로젝트  선택선택

PMS !"# $% & '()*+ ,-./ 01 234 56789: ,-./ ;< =>? @AB ,- .
/ ;<? CD789: EF ,-./4 DGAH IJ!K ,-./ LM, NOP&QR ST & )UVW 
4 XYAK 3*Z [\] ^_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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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유형을 선택하여 프로젝트 등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합니다.

            

               

 

 

3. [23. [2단계단계] ] 거래처거래처&&영업선택영업선택

            

  

               

    

 

             
              
 

!"#$ %&' () !"#$* CRM () !"#$" +,-. /0123 !"#$ %&4 5678 2 
9 :;4 <=7> 29 ?@" A-B123 (CRM () !"#$C CRM DEF GH IJK LIM 1 
23)

1. !"#&$%&' : !"# ()*+ !"#, -./0 1+ !"# ()*2345 678 !"#9 &
' :;<345

2. !"# $% :!"#& '( )*+, -. !"#/ 012 34, 56 +78 !"# $% 9:; <
+= !"# >??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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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4. [3단계단계] ] 상세정보상세정보  조회하기조회하기((상세정보상세정보  입력입력))

프로젝트에 필요한 상세정보를 조회 및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1. 프로젝트명 : 이미 등록된 동일한 명칭의 프로젝트명의 경우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 바

랍니다.

2. 프로젝트 기간 : 프로젝트 기간은 당일 기준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만료 기간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기간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4. 거래처 정보 거래처 정보란은 이전 거래처&영업 선택 단계에서 선택한 거래처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5. 5. 프로젝트프로젝트__일반프로젝트일반프로젝트(CRM (CRM 불러오기불러오기) ) 케이스케이스

3. !"#$ %& '( : )*+, !"#$-, ./012, 3456, !"#$ 0789 :;< =>?

 @A !"#$ %&B CDE7FG H9IJ" 3456K !"#$ 078L MN OP하는 사용자를
 QRJ" ST :UE7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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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 &'()* +,-. /01 2345* #$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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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처&영업 선택에서는 수주가 완료된 리스트만 표시됩니다.

2. 영업정보는 한 개의 영업정보만을 연결할 수 있으며, 영업정보가 다른 타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있을 경

우 리스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영업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좌측 하단의 영업정보 등록 버튼을 눌러 영업기회 등록 팝업을 통하여

영업내용 추가가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조회에서는 사업구분과 과세구분은 거래처 선택 시 자동으로 반영 입력되어 있습니다.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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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프로젝트프로젝트  기본정보기본정보  조회조회

            

              

1) 조회할 프로젝트를 좌측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2) 선택한 프로젝트 정보와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래처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참여인력참여인력  조회조회

! "#$%&

CRM '()* +, -./01 2345 678 9 :;<=>?@

  !"#$ %&[PMS]

!"#$ %&' '!"#$ ()' *+,- ./ 012345 !"#$ 67 89,- :;< !"#$ %& 
= ./2345 !"#$ 67 89 >?@ @ '[PMS] !"#$ 67' AB CDEFGH5

         
!"# $%& '( )*+,- ./ 012* 3456 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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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인력 탭을 클릭하면 프로젝트에 등록된 참여 인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인력은 '참여인력 추가'버튼을 통해 추가 가능합니다. 조직도에서 직원 검색 후 적용대상에 반영하여

참여인력을 등록합니다.

3) 참여인력 리스트에서 담당자명 / 권한설정 / 담당업무 순으로 조회가능하며 권한설정과 담당업무를 리스트

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인력으로 지정된 직원만 현재 프로젝트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서비스 관리자는 모든 프로젝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3. 예산수립예산수립  조회조회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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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수립 탭을 클릭하여 프로젝트에 등록된 예산수립 내역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예산서는 신규 예산서명/전자결재 상태/작성일자 및 매출액 정보 카드 형태로 조회 가능합니다.

예상 매출액 : 프로젝트 등록 팝업에서 등록한 예상 매출액(전체)입니다.

매출원가 : 예산수립 상세보기에서 등록한 예산금액의 합계입니다. (등록 전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매출이익 : 예상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액입니다.

이익율 : 예상 매출액 대비 매출이익의 퍼센트 입니다.

  

4. 4. 전자결재전자결재  조회조회

1) 전자결재 메뉴를 클릭하여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전자결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내에서 전자결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결재구분/결재명/현재 진행사항/진행부서/작성자/기안일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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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5. 프로젝트프로젝트  이슈조회이슈조회

선택한 프로젝트 관련 이슈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슈 현황은 중요/보통/낮음 세가지 중요도 순으로 구

분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6. 6. 산출물산출물  조회조회

프로젝트의 진행중 발생한 산출물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은 산출물 종류/산출물 파일명/산

출물 크기/작성자/업로드일/수정일 순으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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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등록하여 프로젝트 예상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1.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관리  메뉴메뉴  진입진입  

         

 

2. 2. 예산수립예산수립  메뉴메뉴  진입진입  

   [PMS] !"#$

PMS !"# $% & '()*+ ,-./ 01 234 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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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예산수립 메뉴를 클릭합니다.

 

3. 3. 신규신규  예산서예산서  등록등록  및및  조회하기조회하기

예산수립 화면의 "신규 예산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JSKIM
20



예산의 이름을 지정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예산이 등록됩니다.

 

1. 전자결재 상태 : 예산서를 상위 담당자에게 상신하는 경우, 전자결재가 진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2. 예산서 제목 : 예산서 등록된 제목을 노출합니다.

3. 등록/수정일 : 예산이 등록된 일자 또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수정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예산서 매출정보 : 예상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등 상세페이지에 등록된 총 매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5. 최종예산서 변경 : 프로젝트에 등록된 최종 예산서를 변경하거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전자결재 서비스와 연동되어 입력한 예산 항목을 상신할 수 있습니다.

6. 이릅변경 : 예산서에 등록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복사 : 예산서 및 예산상세 내용을 복사하여 버전별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8. 삭제 :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등록된 예산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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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상세상세  예산항목예산항목  작성하기작성하기

예산항목 메뉴에 생성된 신규 예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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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항목 추가 : 클릭 시, 신규 예산항목이 생성됩니다.

(예산항목 작성중 키드보의 "Enter"키를 통해 예산항목을 편리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No : 예사항목의 번호를 노출합니다.

3. 구분 :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된 구분값 내에서 예산항목에 등록할 구분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예산내역 : 예산내역을 수기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원관리에 등록된 자원 목록을 불러와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5. 비고 : 예산내역 외 예산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예산금액 : 각 예산항목에 등록될 예산금액을 입력합니다.

 

키보드의 shift + 방향키를 버튼, 마우스의 드래그&드롭 기능을 통해 하위 예산 항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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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위 예산항목이 추가된 예산서

2. 대시보드 : 등록된 예산항목을 대비하여 예상 매출액, 예산 매출원가, 예상 매출이익률, 예산 매출이익을

환산합니다.

3. 전자결재 :  입력할 예산서를 최종예산으로 등록할 경우, 전자결재 버튼을 클릭합니다.

  

5.5.예산서예산서  전자결재전자결재  상신하기상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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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읽어주세요읽어주세요

최종 예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산집행정보 메뉴에서 프로젝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프로젝트는 상세 예산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결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을 추가 및 권한부여가 가능합니다.

1. 1. 참여인력참여인력  접속접속

!" #$%& '()* +,-. /01 2345 67, +,-. *89: ;<4= >?@ # $ %&) 

A@ BCD EFGHIJ !K LM,N +,-.D OP45 67, QR #$S: >?TU #$ VFWX 
YZ)* [:\])* ^_@ 8`1 abc d efHIJ

       [PM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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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등록을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 후 프로젝트관리 > 참여인력에 접속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등록한 매니저(PM)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 2. 참여인력참여인력  추가추가  선택선택

참여인력 추가를 선택합니다. 해당 작업은 매니저(PM)권한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3. 3. 조직도조직도  내내  참여인력참여인력  선택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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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에서 해당 직원을 선택합니다.

 

4. 4. 권한설정권한설정

최초 등록 시 실무자(PE)권한이 부여됩니다. 필요에 따라 매니저(PM), 리더(PL) 권한에 대해 설정이 가능합

니다. 

 

5. 5. 담당업무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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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해 담당업무를 태그형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후 '저장'버튼 클릭 시 정상적으로 반영됩니

다. 

 

6. 6. 담당자담당자  삭제삭제

삭제를 원하는 직원이 존재할 경우, 해당 직원 체크박스 처리 후 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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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별로 일정계획 수립 및 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1. 일정계획일정계획  접속접속

일정계획을 조회하기 위해 일정계획 화면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1) 참여인력 등록을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 후 프로젝트 관리 > 조회 프로젝트 선택 > 일정계획에 접속합니

다.

2) 선택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진행률과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일정별로 테스크 진행률 상황

을 간트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일정계획일정계획  등록등록

         [PM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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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일정계획 메뉴를 클릭합니다.

일정계획 메뉴에서 빈 리스트를 클릭하여 일정계획 수립을 시작합니다.

 

3. 3. 일정일정  등록하기등록하기

1) TASK : 일정 TASK명을 수기로 직접 입력합니다.

2) 기간 : 기간을 입력하는 경우, 프로젝트 시작일 부터 일정을 등록합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없을 경우, 당일

기준으로 일정이 생성됩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1m, 1d, 1h 단위 입력으로 입력됩니다.)

3) 우선순위 : 현재 TASK보다 먼저 진행되어야하는 TASK를 숫자로 입력하여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4) 담당자 : 입력칸을 클릭하여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을 클릭하여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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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일/종료일 : 일정 시작일과 종료입을 입력합니다. 시작일/종료일을 수기로 변경하는 경우, 작업기간에

자동으로 변경된 일정이 반영됩니다.

입력한 기간에 따라 간트차트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참고 : 포커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방향기 조작이 가능하며, 활성화된 상태에서 Enter를 클릭하는 경우 입

력필드가 활성화되고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

 

4. 4. 하위하위  일정으로일정으로  변경하기변경하기

일정을 그룹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위 그룹을 드래그하여 상위 그룹에 이동하면, 드래그한 일정이 상위

그룹에 소속됩니다.

 

5. 5. 프로젝트프로젝트  진행률진행률

등록된 일정(좌측 리스트)을 바탕으로 간트차트 그래프에 자동으로 내용이 반영됩니다.

프로젝트별 진행률은 간트차트 색띄를 드래그하여 직접 조정합니다. 조정한 내용은 프로젝트 진행률에 바로

반영됩니다.

1) 완료 : 오늘을 기준으로 TASK의 진행률이 100%인 건수와 전체 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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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중 : TASK 시작일, 종료일이 오늘에 포함되며 프로젝트 진행률이 오늘 지연되지 않은 일정 퍼센트입

니다.

3) 지연 : 오늘을 기준으로 진행률이 미비한 부분 또는 TASK종료일이 도래하였으나 진행률이 100%미만인

경우의 퍼센트입니다.

4) 예정 : TASK 시작일이 오늘 이전인 건수화 전체 퍼센트 입니다. 

 

6. 6. 진행률진행률  변경변경

1) 우선업무 설정 : TASK와 TASK를 색띄를 연결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일정변경 : 그래프 전체를 선택하여 TASK 일정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설정 : 그래프의 시작점 종료되는 지점을 드래그하여 등록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일정 순서변경 : TASK 드래그를 통해 이럽 뎁스 및 순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막대를 통해 그래프간의 넓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P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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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프로젝트별프로젝트별  자원자원  조회하기조회하기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리스트(프로젝트 선택) > 프로젝트 관리 > 자원 

위 순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자원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2. 자원영역자원영역  구분구분

선택한 프로젝트 자원 내용은 자원추가 영역과 자원 리스트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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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 추가 : 자원추가 버튼 클릭 시 자원 불러오기 팝업이 표시됩니다. 

2. 자원 리스트 : 리스트 내용은 자원구분, 자원명, 자원정보 순으로 표시됩니다.   

 

3. 3. 자원자원  추가하기추가하기((등록된등록된  자원자원  불러오기불러오기))

1. 자원 불러오기 팝업 : 자원 추가 버튼 클릭시 표시되는 팝업입니다.

2. 자원구분 : 자원 리스트의 첫번째 내용이며 전체/강사/진행자/연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구

분을 선택하여 등록된 자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자원명 검색 : 자원명을 검색하여 등록된 자원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회색 카드의 자원은 이미 프로젝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이므로 중복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

 

 4.  4. 자원자원  리스트리스트  항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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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자원 리스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총 자원 수 :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수가 표시됩니다.

2. 구분 : 자원 생성 시 자원을 분류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3. 자원명 : 자원 생성 시 등록한 자원 명칭이 표시됩니다.

4. 자원 정보 : 자원과 관련된 자원정보를 등록합니다. 최대 5개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꼭꼭 읽어주세요읽어주세요

자원은 자원관리 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예산항목의 등록건도 자원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자원(인력,자원,장소)조회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1. 자원관리자원관리  화면화면  진입진입

       [PM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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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한 자원리스트는 일반 사용자 자원관리 메뉴로 보입니다.

1. 자원분류 : 자원별로 분류하여 자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자원 리스트 목록 : 선택한 분류의 자원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자원정보 영역 : 자원등록, 자원내용 수정, 자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2. 자원목록자원목록  리스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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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리스트에는 이름, 직장 직급, 직장명이 표기되어 있어 자원명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원검색 : 선택한 자원 종류의 리스트별로 자원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자원리스트 정렬 : 업데이트날짜 순, 등록날짜 순, 가나다순으로 정렬 가능합니다.

3. 체크박스 : 리스트 체크박스를 선택할 경우 자원을 삭제하거나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즐겨찾기 : 즐겨찾기 버튼을 통해 자원에 특정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3. 강사등록하기강사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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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사등록 : 강사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강사등록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2. 정보입력 : 서비스관리자가 설정한 자원정보 내용을 입력합니다.

3. 저장버튼 : 정보란에 최소 필수값이 모두 입력되면 자원리스트 목록에 자원내용이 추가됩니다. 

 

 4. [3  4. [3 단계단계] ] 상세정보상세정보  조회하기조회하기((상세정보상세정보  입력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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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의 상세정보를 조회 및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1. 프로젝트 이력 : 총 프로젝트 참여 건수를 보여주며, 완료/진행 중/지연/예정으로 상세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총 평점 :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평가받은 평균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3. 최근 프로젝트 : 최근에 진행 중, 완료된 프로젝트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할 경우 프

로젝트 관리 메뉴로 이동되어 프로젝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하단 정보 : 자원별로 상이한 입력 필드는 자원분류와 서비스관리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5. 자원수정자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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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상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페이지에서 내용을 저장하면 자동으로 자원 리스트에 내용이 반

영됩니다.

1. 수정버튼 : 자원정보 상단영역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화면으로 전환합니다.

2. 수정페이지 :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자원의 정보를 수정합니다. 필수값이 모두 입력되어야 수정이 가능

합니다.

 

꼭꼭 읽어주세요읽어주세요

기업의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자원 상세 내용 칸을 추가하고 내용을 기입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W[WE PMS] E PMS] 이슈관리이슈관리  등록등록  및및  조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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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진행중 발생하는 이슈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1.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관리  메뉴메뉴  진입진입  

         

 

2. 2. 이슈관리이슈관리  메뉴메뉴  진입진입  

이슈 등록을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프로젝트 내 이슈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3. 이슈관리이슈관리  메뉴메뉴  내내  기능안내기능안내  

         [PMS] !"#$ %& ' ()

PMS !"# $% & '()*+ ,-./ 01 234 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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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이슈관리이슈관리  메뉴메뉴  내내  기능안내기능안내  

1. 상태필터 : 할일, 진행중, 중지, 완료 등 이슈의 진행상태에 따라 정렬하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2. 기한필터 : 오늘할일, 내일할일, 이번주할일, 지연된일, 기한없음 등 등록된 마감일에 따라 이슈를 정렬하

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3. 검색기능 : 이슈의 제목/상세내용, 담당자 ,기한을 선택하여 이슈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이슈조회 : 프로젝트에 등록된 이슈를 우선순위 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4. 이슈관리이슈관리  조회조회  안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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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순위 : 중요, 보통 낮음 등 우선순위에 따라 이슈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버튼 :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이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이슈라벨 : 색상을 통해 우선순위를 구분하며 마우스를 오버하여 이슈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처리여부 체크: 프로젝트에 등록된 이슈의 처리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처리여부를 체크하는 경우 등

록된 이슈가 완료된 일로 이동합니다.

5. 이슈제목 : 등록인 이슈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하는 경우 이슈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프로젝트/TASK 정보 : 이슈가 귀속된 프로젝트, 일정 정보를 노출합니다.

7. 담당자/기한 : 이슈에 등록된 담당자 정보 또는 마감일을 표시합니다. 

8. 더보기 :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수정/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9. 이슈상태 : 할일, 진행중, 중지, 완료로 이슈의 진행상태를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 완료된 일 :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완료된 이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이슈관리이슈관리  등록하기등록하기

이슈관리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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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순위 : 등록될 이슈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2. 제목/상세내용 : 이슈의 제목/상세내용을 입력하여 이슈를 등록합니다.

3. 담당자 설정 : 이슈를 관리할 프로젝트 참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마감일 : 등록된 이슈가 처리되어야하는 일정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태그 :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이슈에 태그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첨부파일 : 이슈에 첨부파일을 추가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7. TASK선택 : 이슈가 귀속될 프로젝트 일정을 선택하여 이슈와 일정관리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를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경비청구(법인카드, 개인카드) , 현금사용분 별로 등록 및 결산처리 가능

합니다.

1. 1. 예산집행정보예산집행정보  프로세스프로세스 -  - 등록등록

         [PM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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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2. 2.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관리  접속접속

프로젝트 관리 메뉴에 접속합니다.

 

2. 2. 예산집행정보예산집행정보  확인확인  및및  등록등록

!"#$%&' ()*+, -,./ 0 '12!"3'4 567 89:3 ;$< 4=>?, @A7 0B C 
D: EF PMS:3 !"#$%& ;$ GH4 8<IJK

!"#$%&' : !"#$%&'(' )*+ ,-( ./ 01 2 3*45 678 9*: ;<=

!"#$(%&'(, )&'() : !"#$ *+,- ./ 0123 4567 86 9 !":;<= '> 
&'? @A- ./BC PMS -B DE FG= =HIJKL

         
<'=6 >?, @ABCDE

!"#$ %&'$ PMS%&'( )* %&' +, - ./, 012 345678 9:;<=>

          %, ?<@ABC DE FGHIJ KB2 3L1 MN, 9:OP QE% RS2 TU V678

                            !"#$: %&'((!")*+) ,-. PMS./ 01234 !"#$+. 56 '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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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등록할 프로젝트를 선택 후 예산집행정보 탭으로 접속합니다. 

              

    

2. 현금지출 등록 : 현금사용분에 대해 직접 집행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 '6번현금지출 등록'으로 이

동)

3. 경비청구 사용분 : 경비청구에서 '승인'내역에 대해 자동 데이터가 연동됩니다. 경비청구 서비스 타입 /

지출타입에 따라 구분됩니다.

 

3. 3. 매입매입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조회조회

               
  

1. !"#$% &' : ()!"#$%* &'+ ,- ./* 01 23 4 &'5678 (9: '3; <=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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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록버튼 클릭 시 상호명으로 발행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분에 대해 조회하며, 원하는 항목을 선

택합니다.

등록 버튼 클릭 시 예산내역 리스트에 선택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분이 반영됩니다. 

 

4. 4. 원하는원하는  항목항목  선택선택  후후  집행정보입력집행정보입력  버튼버튼  클릭클릭

 예산내역 리스트 내에서 등록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클릭 후 집행정보입력 버튼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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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집행정보입력집행정보입력  팝업팝업

1. 공급자정보 : 작성일자 및 발행한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금액 : 발행된 지급금액 내역을 확인합니다.

3. 귀속부서/ 사원 : 해당 내역에 대해 귀속된 부서 및 사원정보를 입력합니다. 

4. 프로젝트 : 좌측에서 선택된 프로젝트명이 기본입력됩니다. 

5. 귀속예산 : 최종 예산서에 등록된 귀속예산항목 중 선택 가능합니다. 

6. 잔액 : 집행정보입력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예산에 등록된 '예산금액'을 기반으로 총 예산금액 / 승

인금액 / 지급금액 / 잔액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7. 용도 : 관리자페이지에 등록된 용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역에 맞게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첨부파일 및 메모 : 필요에 따라 첨부파일 및 메모정보를 등록합니다. 

 

6. 6. 현금지출분현금지출분  등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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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출분은 현금지출정보 이외에 나머지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집행정보입력 형태와 동일합니다.

현금지출분은 카드사용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같이 전자형태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종

이 영수증 내용을 기반으로 직접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1. 현금지출정보 : 지출일자 / 거래처정보 / 지급금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7. 7. 예산집행정보예산집행정보  프로세스프로세스 -  - 수정요청수정요청 / iU / iU전송전송 /  / 삭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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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청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PM만 수행 가능한 기능으로서 집행정보에 대해 내용수정이 필요

한 경우 사용됩니다. 

 

8. 8. 수정요청수정요청

PMS!"#$           
PMS"# :;'<* =>?. @A.B CDEF

PMS!" #$%! &' ()* +,-. /0123 45-6, 789 ':;'<= ->? 7,@ A
9 BC '@ADE' FG9 HIJ @ KLMNO

        !"#$ %& iU' ()(*+ ,-./, iU$0 ()(*123 4563 78,

!" #$ % PMS$&' ()* !"+,, -./0 *.&)* 123 (45 -6 -./ 0
) 78 9:;5 !"+< :=> ?9:' @ABC DEFGHI*< JKDEFGHI* 
LM N? ()* 'OPQ' RST B% LMU UV@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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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분에 대해서 PM이 수정요청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요청 사유를 입력 후 수정요청 작업을 진행

합니다.

작성자는 '수정요청' 내역에 대해 요청정보 / 이력을 확인하고, 내역을 수정합니다.

수정요청된 건에 대해서는 집행정보입력 단계와 동일하게 다시 전자결재 및 iU전송과정을 동일하게 신규로

진행합니다. 

 

9.ERP 9.ERP 전송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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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예산집행정보예산집행정보   삭제삭제

ERP (iU)로 전송을 원하는 '승인 '항목을 선택 후 ERP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표전송된 내역은 PMS 에서 
이력조회가 가능합니다 .

- 참고사항: ERP(iU) 전송을 원하시는 경우, PMS 서비스와 함께 서비스 구매 및 배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삭제할 항목에 대해 선택 후 '삭제'버튼을 클릭 시 내역이 삭제됩니다.

 

11. 11. 최종결산최종결산  및및  프로젝트프로젝트  종료종료

예산에 대해 결산상태에 대해 미진행건 없이 완료된 경우 '최종결산'이 가능합니다. 

        

          

'!"#$'%& '( ) *+#,- ./01, '!"#$2' *+#, 345 6789:; #,< =

>? @-ABC "D EF 01, .G @-AB FHB 'ID'JK2 LM<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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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별 예산정보현황 내 집행정보 입력 시 사용할 용도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1. 관리자페이지관리자페이지  접속접속

용도정보 설정을 위해서는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서비스설정비스설정 메뉴는메뉴는 회사관리자로부터회사관리자로부터 서비스관리자서비스관리자 권한을권한을 부여받은부여받은 사용자에게사용자에게 활성화됩니다.활성화됩니다.

 

2. 2. 용도설정탭용도설정탭  선택선택

최초 접속 시 용도추가를 통해 설정이 가능하며, 기본에 등록된 용도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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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리스트에서 사용중인 용도에 대해 표기된 순서대로 집행정보입력 팝업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3. 3. 용도추가용도추가, , 수정수정, , 삭제삭제  기능버튼기능버튼  안내안내

1. 용도추가 : 신규 용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용도추가 진행 단계는 아래 내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수정 : 좌측 용도리스트 내에서 선택한 용도에 대해 편집모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삭제 : 선택한 용도를 삭제처리 합니다. (단, 삭제 시 이전에 집행정보입력한 내역은 유지됩니다. 이후

작업부터 선택한 용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4. 4. 용도추가용도추가

신규 용도를 추가합니다.

1. 용도명 : 리스트 내 노출될 용도이름을 지정합니다.

2. 메모 : 관리자페이지에서만 노출되는 항목으로서, 해당 용도에 대한 설명문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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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모 :최초 추가 시 입력했던 메모 내용이 노출되며, 편집가능합니다.

3. 사용여부 : 실제 집행정보입력에 반영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용범위 : 매입정보수단에 따라 용도표기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세금계산서 선택 시 세금계

산서 집행정보입력 시에만 해당 용도가 표기됩니다.)

5. 상세정보추가 : 용도에 대해 세부 항목에 대해 설정가능합니다.

1. 상세정보명 : 추가할 상세정보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2. 필수적보 : 집행정보입력 시 해당 정보에 대해 필수값 처리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입력방식 

목록선택 :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을 생성하여 목록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텍스트 입력 :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 입력하도록 합니다.

날짜(시/분) : 날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용도별 계정과목 설정 : iU사용고객에게만 노출되는 항목으로서, iU에 계정과목이 등록된 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iU로 전송 시 표기되는 '차변계정과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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