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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핵심기반기술개발 과제에서는 형 국가 장기 과제의 

체계  효율  리를 해 MS EPM(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기반 통합 

기술 리시스템을 구축하 다. 구축된 시스템은 Web 기반 로젝트 리 

도구이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Project Web Access(PWA) 에 한 상세한 Guide 

이다.  반부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로젝트 서버 2007 

클라이언트 연결 설정  아웃룩 추가 기능 설치 등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기 

한 사  비 작업을 기술하 고, 반부에는 시스템 리자가 활용해야 될 

기능을 기술하 으며 후반부에는 로젝트 리자가 로젝트 리  자원사용 

등 로젝트 리 반에 련된 활용 기능들을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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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 M ARY 

The SFR　R&D and technology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MS 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is developed for systematic effective management of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project which was 

performed under the Mid- and Long-term Nuclear R&D Program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ystem is a tool for 

project management based on web access. Therefore this manual is a detailed  

guide for Project Web Access(PWA). Section 1 describes the common guide for 

using of system functions such as project server 2007 client connection setting, 

additional outlook function setting etc.  The section 2 describes the guide for 

system administrator. It is described the guide for project management in 

section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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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1.1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 클라이얶트 연결 설정 

1.1.1 로젝트 로페셔  2007을 로젝트 서버 2007에 연결하도

록 구성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이 설치된 후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 인스턴

스에 오피스 로젝트 로페셔 이 연결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으로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은 도 인증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오피스 로젝트 

로페셔  2007 이나 로젝트 로페셔  2007 속시 도 계정을 사용한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을 설치한 사용자 계정

으로 로그온하여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사용자를 만

들어야 합니다. 다만, 로젝트 로페셔  이  버 은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에 속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피스 로젝트 로페셔  2007 버 을 사

용하여야 합니다. 오피스 로젝트 로페셔  2007을 설치한 후에는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에 속할 수 있는 사용자 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1.1.2 로젝트 서버 2007 속 계정 로필 구성 

가. 오피스 로젝트 2007에서 도구 메뉴, Enterprise 옵션,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계정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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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ject Server 계정 창에서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다. 계정 속성 창에서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a. 계정 이름 박스에 이 계정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b. Project Server URL 입력창에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의 인스턴스 

URL(http://sfr/pwa)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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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결할 때 사용자 계정 선택에 다음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십시오.

    a. Windows 사용자 계정 사용:  재 컴퓨터에 로그온 한 도 계정

의 보안 자격 증명을 이용하여 로젝트 서버에 연결합니다. 이

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다른 도 보안 자격 증명으로도 오피스 로

젝트 서버 2007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b. 폼 인증 계정 사용: 폼 읶증 방식을 통하여 로젝트 서버 2007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창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나서 연결

할 때에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 폼 인증은 2007 버 의 새로운 인증 방법입니다. 로젝트 2003에서 사

용되었던 로젝트 서버 인증 방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로

젝트 2007 인증 방식에 한 더 많은 정보는 마이크로소 트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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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로젝트 서버에 기본 로필을 지정할 때는 기본 계정으로 지정을 클릭하십

시오.

바.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사. Project Server 계정 창이 나타납니다.

아. Project Server 계정 창에서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 시작시의 설정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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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연결 상태 검색을 선택하면 기본 설정 서버로 자동으로 속

하게 합니다. 서버에 속할 수 없으면 오 라인으로 로젝트가 실행됩니

다.

   ․수동으로 연결 상태 검색을 선택하면 로젝트를 열때마다 서버를 선

택할 수 있어서 여러 의 서버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한 로젝트를 오

라인에서 열 수도 있습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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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오피스 Project Web Access를 이용하여 로젝트서버 2007

에 연결 

웹 라우 에 Project Web Access URL을 입력하여 로젝트 서버에 최  

속할 때 Project Web Access는 기본으로 도 인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Project Web Access에 속한 후 오피스 로젝트 서버에 연결하는 추가 계정

을 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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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클라이언트 PC의 내 네트워크 암호 리 로필 구성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는 Windows Vista Business Edition 이

상의 Edition에서는 내 네트워크 암호 리 로필을 통하여 오피스 로젝트 

2007 서버에 근할 사용자 계정  암호 로필을 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네트워크 암호 리 로필로 사  설정된 로필을 통하여 Active 

Directory 에 멤버로 설정된 클라이언트가 아니더라도 Outlook 추가 기능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가. 시작 버튼을 클릭 후 제어 을 클릭하십시오.

나. 사용자 계정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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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 네트워크 암호 리 로필을 설정할 사용자 계정을 선택하고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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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왼쪽 련 작업 메뉴에서 내 네트워크 암호 리를 클릭합니다.

마. 추가를 클릭합니다. 

바. 서버 명 입력 창에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의 Hostname 는 도메인 

주소 (epm or epm.daou.com 같은 형식)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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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http://와 포트번호를 서버 명 입력 창에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Hostname 는 도메인 주소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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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도메인 계정인 경우에는 도메인\사용자 계정 형식 는 사용자 계정@

도메인 형식을 사용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자. 닫기를 클릭하십시오.

 참고 : Windows XP 의 Edition 는 패키지별로 설정화면이 다르게 구성된 경

우도 있습니다. 

a. 시작 – 제어  – 사용자 계정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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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  탭을 클릭하십시오.

c. 암호 리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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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후의 과정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Windows XP Home Ediition 는 Windows Vista Home Edition 은 내 네

트워크 암호 리 로필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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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로젝트 서버 2007에 아웃룩 추가 기능 설치 

이번 장에서는 로젝트 서버 2007을 사용하는 Project Web Access 사용자

에게 아웃룩 추가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2.1 로젝트 서버 2007과 아웃룩 통합 개요 

로젝트 서버 2003에서는 구성원이 아웃룩 일정  알림을 통해 작업 배

정 통보받고 작업 진행을 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Project Web Access

를 사용하는 신 아웃룩을 이용하여 로젝트 리자에게 그들의 일정 업데이

트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로젝트 서버 2007에서는 아웃룩 통합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배정통보와 일

정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 작업 혹은 일정과의 통합을 선택

․다음 필드에 하여 작업표를 입력 가능, 청구 가능한 작업, 청구 불가능한 

작업, 청구 가능한 과작업, 청구 불가능한 과작업

Project Web Access 작업센터  작업표와 아웃룩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사

용자는 각자의 배정에 한 기록과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로젝트 서버로부터 

배정을 임포트하여 아웃룩으로 불러오면 사용자는 쉽게 그들의 작업과 시간을 

리할 수 있습니다. 

1.2.2 사  비 사항 

로젝트 서버 2007 아웃룩 추가 기능을 설치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

 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Project Web Access 계정 

․오피스 아웃룩 2003 혹은 그 이후 버  

․ 로젝트 서버 2007 아웃룩 추가 기능 

1.2.3 아웃룩 추가 기능 설치 

가. Project Web Access에서 왼쪽 메뉴의 내 작업을 클릭합니다. 

나. 내 작업 페이지에서 작업 메뉴의 아웃룩 동기화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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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을 Outlook과 동기화 페이지에서 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일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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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행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주의: 아웃룩 추가 기능을 설치할 때 컴퓨터의 모든 아웃룩 인스턴스를 닫아

야 합니다. 

바. 아웃룩 추가 기능이 제 로 설치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 설치가 완료되면 아웃룩 메뉴에 다음 기능이 추가됩니다.

아. 도구 메뉴에서 Project Web Access를 클릭합니다. 

․새 배정 가져오기– 로젝트 서버에서 아웃룩으로 새 배정을 가져옵니다.

․Project Web Access 업데이트– 로젝트 서버에 속하여 아웃룩에서의 

변경사항을 Project Web Access에 용합니다.

․Project Web Access Home Page - Project Web Access 홈페이지를 엽니

다.

․도움말–아웃룩과 Project Web Access 통합에 한 도움말 기능입니다. 



- 17 -

1.2.4 아웃룩 추가 기능 구성 

아웃룩 추가 기능의 구성은 아웃룩의 Project Web Access속성 메뉴에서 가

능합니다. Project Web Access 속성 메뉴를 열려면

1. 아웃룩을 엽니다.

2. 도구 메뉴에서 옵션을 클릭하고, Project Web Access 탭을 클릭합니다.

3. Project Web Access 속성에서는 다음 구성이 가능합니다.

    ․통합 상

    ․배정 가져오기

    ․배정 옵션

    ․고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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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아웃룩과 Project Web Access 통합 

Project Web Access 속성에서 아웃룩과의 통합은 두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아웃룩 작업 – 작업 폴더에서 작업으로서 로젝트 작업을 추 합니다.

   ․아웃룩 일정 – 일정에서 약속으로 로젝트 작업을 추 합니다. 

아웃룩 작업과 통합 

Project Web Access 속성 페이지에서 통합 상으로 아웃룩 작업을 선택하면 

가져오기한 배정이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아웃룩 작업의 장 은: 

   ․배정의 목록을 일별, 주별, 월별로 볼 수 있음 

   ․여러 개의 배정을 추  

   ․ 래그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하거나 특정일에 작업을 

알림

아웃룩 일정과 통합 Integrating with Outlook calendars 

Project Web Access 속성 페이지의 통합 상에서 아웃룩 일정을 선택하면 가

져오기한 배정이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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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룩 일정의 장 은 : 

   ․사용자가 다른 약속과 함께 일별, 주별, 월별로 볼 수 있음 

   ․다른 약속이 없는 시간을 알 수 있어 일정을 조 하여 배정된 작업에 념 

할 수 있게 함 

   ․시작 혹은 일정 지남에 하여 알린 기능을 구성할 수 있음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통합 상 옵션 구성 

1. 아웃룩을 엽니다.

2. 아웃룩의 도구 메뉴에서 Project Web Access 탭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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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ject Web Access 속성 페이지에서 통합 역에서 다음  하나를 선택합니

다. 

   ․아웃룩 작업 

   ․아웃룩 일정 

4.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1.2.6 배정 가져오기 

배정 가져오기 역의 설정에서 Project Web Access데이터의 아웃룩 가져오

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날짜 범 를 지정하여 가져오기를 한정 지을 수 있으

며 가져오기 방식(수동 혹은 자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범  

날짜 범  설정은 Project Web Access에서 아웃룩으로 가져올 배정의 날짜 범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ject Web Access 날짜 범  – 이 옵션에서는 아웃룩의 배정을 가져올 

범 를 설정합니다.

   ․다음(일,주,월) - 가져온 배정에 한 날짜 범 를 설정하려면 배정 가져오

기 섹션의 날짜 범 에서 다음을 클릭하고 해당 상자에 일, 주 는 월 수

를 지정합니다.

Project Web Access에서 아웃룩으로 배정을 가져오는 것은 수동(기본설정)으로 

혹은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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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설정-주기 으로 배정을 가져오지 않고 수동으로 가져오려면 이 옵션

을 선택합니다. 수동으로 배정을 가져오려면 배정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

니다. 

   ․매 (시간,일,주,월)마다 시작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주기 으로 배정을 가

져옵니다. 상자에서 시간,일,주,월을 선택하여 알맞은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

다.

가져오기 에 확인 화 상자 표시 

가져오기 에 확인 화상자 표시 옵션은 Project Web Access에서 배정을 가져올 때에 

자동으로 화 상자가 표시되게 합니다. 이 화 상자에서는 아웃룩에 추가될 배정을 리

스트합니다. 확인을 러서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가져오기 에 확인 화상자 표시 

옵션은 기본값입니다.

1.2.7 배정 업데이트 

아웃룩에서 가져온 배정의 진행상태를 입력하면 이 정보를 Project Web Access 

작업 센터와 작업표에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통해 업

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으로 가져온 작업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나타낸 

후 Project Web Access로 장을 클릭하여 개별 배정을 Project Web Access로 

업데이트 합니다. 혹은 아웃룩 도구바에서 Project Web Access 업데이트를 클릭

하여 모든 배정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 도구의 업데이트 역에서 

자동으로 배정을 업데이트 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에서 Project Web Access로 업데이트 

아웃룩에서 수정된 배정 업데이트를 Project Web Access로 보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혹은 주기 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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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으로 - Project Web Access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

로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수동으로 아웃룩에서 Project Web 

Access로 업데이트 하려면 아웃룩 도구바에서 Project Web Access 업데이

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매(숫자)(시간,일,주,월)마다 시작(날짜) – 이 옵션에서는 Project Web 

Access로 업데이트를 정해짂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실시합니다. 상자에서 

시간,일,주,월을 선택하여 알맞은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업데이트하기 에 확인 화 상자 표시 

업데이트하기 에 확인 화 상자 표시는 아웃룩에서 Project Web Access로 

업데이트를 보낼 때 변경될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옵션입니다. 기본으

로 이 옵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2.8 Advanced Option 고  옵션 

고  옵션에서 로젝트 서버에 속하는 정보와 Project Web Access에서 아웃

룩으로 가져올 때 미리 알림 설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Project Web Access 로그인 

Project Web Access 로그인 섹션에서 로그인 정보 입력을 클릭하여 Project 

Web Access 로그인 정보와 URL을 입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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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정보 입력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Project Web Access URL —- Project Web Access 홈페이지의 URL을 입

력합니다. URL을 입력한 후 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연결을 검증할 수 있

습니다.

   ․연결할 때 사용자 계정 선택 — 연결할 때 도 계정 혹은 폼 읶증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폼 읶증 계정을 사용한다면 나 에 이 계정의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 : 로젝트 서버 계정은 로젝트 서버 2007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

니다. 로젝트 서버 2007 인증 방식에 한 추가 정보는 마이크로소

트 오피스 로젝트 서버 2007 인증을 참조해야 합니다.

Assignment Import 배정 가져오기 

고  옵션의 배정 가져오기 섹션에서 다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로젝트 배정이나 약속이 가능할 경우 다음으로 표시 —다음 목록에

서 하나를 선택하여 Project Web Access에서 가져온 모든 작업 배정에 

해 기본 으로 설정할 사용 가능 시간을 선택합니다.

      ․약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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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

      ․약속 있음

      ․부재

   ․Project Web Access에서 아웃룩으로 가져올 때 미리 알림 설정 — 아웃룩

에서 배정을 알리는 옵션을 다음 세가지 에서 선택합니다.

      ․아웃룩의 미리 알림 기본 설정에 따름

      ․미리 알리지 않음

      ․항상 미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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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자( Admin) 

2.1 Project Web Access 설정 

2.1.1 사용자  보안 리 

사용자 추가 는 변경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리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 리 페이지에서 새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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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용자에 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특정 사용자 상자에서 설정을 변경할 사

용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사용자에 한 정보가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고 이 차의 나머지 단계를 수행합니다. 

참고 : 사용자 이름의 체 는 일부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여 사용자를 검

색할 수도 있습니다. 

4. 새 사용자 페이지(기존 사용자를 수정할 경우 사용자 편집 페이지)의 ID 정보 

섹션에서 사용자의 표시 이름, 자 메일 주소, 이름의 윗주 설명, 이니셜  

RBS (RBS: 조직의 계층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RBS 코드는 조직에서 자원

의 계층 구조를 정의합니다.)(Resource Breakdown Structure) 값을 입력합니

다.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리하는 경우 하이퍼링크 이름 상자와 하이퍼

링크 URL 상자에 하이퍼링크 상과 URL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를 의미하며 인터넷상에서 일 는 뉴스 그룹 등의 개체에 해 이름과 

치를 지정하는 표 입니다. URL은 웹에서 리 사용되며 HTML 문서에서 하

이퍼링크의 상 치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소를 각각 입력합니다.

참고 : 작업에 사용자를 자원으로 배정할 수 있게 하려면 사용자를 자원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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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음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가 

Enterprise 자원 (Enterprise 자원: 조직의 체 자원 목록에 속한 자원입

니다. Enterprise 자원은 여러 로젝트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으로 지

정됩니다. 

5. 사용자 인증 섹션에서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을 선택

합니다. 

  o Windows 인증이 인증 방법을 선택할 경우 DomainName\UserAccountName 

형식으로 사용자의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보와 조직의 Active 

Directory 디 터리 서비스를 동기화하지 않으려면 해당 사용자에 해 

Active Directory 동기화 방지 확인을 선택합니다.

  o Project Server 인증이 인증 방법을 선택할 경우 

MemberShipProvider\UserAccountName 형식으로 사용자의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 계정 이름의 정확한 형식은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2007을 설치

할 때 결정되며 여기에서 제안된 형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 이름 형

식을 확인하려면 시스템 리자나 Project Server를 설치한 사용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6. 배정 속성 섹션에서 로젝트에 자원으로 배정될 수 있는 사용자에 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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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사용자를 평 화 (평 화: 자원 충돌이나 과 할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정 작업을 연기하거나 나 어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이 평 화되면 

선택된 배정이 배분되고 인정이 다시 조정됩니다.) 과정에서 제외하려면 자

원을 평 화할 수 있음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사용자

에게 배정할 기본 달력 (기본 달력: 로젝트 달력과 작업 달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원 집합의 기본 작업 시간과 휴무 시간을 지정하는 달력입니다. 

기본 달력은 개별 자원의 작업 시간과 휴무 시간을 지정하는 자원 달력과 

다릅니다.)을 선택합니다. 

  o 기본 약 유형 목록에서 사용자의 약 유형을 확정된 자원 (확정된 자원: 

로젝트의 작업 배정에 공식 으로 할당된 자원입니다. 기본 약 형식입니

다.) 는 임시 자원 (임시 자원: 아직 허가되지 않은 작업 배정에 해 자원 

할당이 보류 읶 자원입니다. 이 자원 배정을 사용해도 다른 로젝트의 작

업에 해당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으로 선택합니다. 

  o 해당 사용자에게 작업표 리자가 있을 경우 작업표 리자 상자에서 해당 

리자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검색합니다. 기본 배정 소유자 상자에서 배정 

소유자 (배정 소유자: Project Web Access에 진행 정보를 입력하는 책임을 

맡은 Enterprise 자원입니다. 이 작업자는 작업에 최  배정된 작업자와 다

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거나 검색합니다. 

  o 사용자의 사용 가능 시간 (사용 가능 시간: 자원이 배정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와 작업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은 로젝트 달력과 자

원 달력, 자원의 시작 날짜와 완료 날짜 는 자원이 작업할 수 있는 수 에 

의해 결정됩니다.)을 지정하려면 가장 빠른 시작 날짜 상자와 가장 늦은 끝 

날짜 상자에 날짜를 입력합니다. 

    자원 사용자 정의 필드 섹션에서 조직에 해 만들어진 사용자 정의 필드를 

나타내는 값을 입력합니다. 이 섹션은 조직에서 자원 사용자 정의 필드를 사

용할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보안 그룹 섹션의 사용 가능한 그룹 테이블에서 그룹 (그룹: 같은 권한이 지

정된 개별 사용자 모음입니다.)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사용자가 

속해 있는 그룹 테이블에 자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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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한 모든 그룹에 이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모두 추가를 클릭합니다. 

사용자는 자동으로 그룹에 할당된 권한을 상속합니다.

    보안 종류 섹션의 사용 가능한 종류 목록에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종류 (종류: Project Server에서 사용자를 로젝트와 보기에 매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종류에는 이름이 있으며 해당 종류에 속하는 사용자는 특정 보

기에서 지정된 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

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종류에 이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모두 추가를 클릭

합니다.

 

    선택한 종류 목록에 있는 각 종류에 해 사용자가 해당 종류에 액세스할 

때 가질 권한을 지정합니다. 역 권한 섹션에서 각 권한에 해 다음 확인

란  하나를 선택합니다. 

  o 허용 사용자에 해 명시 으로 권한을 허용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o 거부 사용자에 해 명시 으로 권한을 거부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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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허용과 거부를 모두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속한 그룹에 설정된 권한처럼 

액세스 권한이 사용자에게 명시 으로 부여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종류에 액

세스할 수 없습니다. 

 ․ 부분의 경우 사용자 수 이 아닌 그룹 수 에서만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룹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해서는 역 권한

을 사용하십시오. 

 ․권한을 빠르게 설정하려면 서식 일을 사용합니다. 서식 일 상자에서 사용

자 권한 설정에 용할 보안 서식 일 (보안 서식 일: 미리 정의된 권한 

집합입니다.)을 선택하고 용을 클릭하십시오.

조직에서 그룹화  비용 계산을 해 코드를 만든 경우 그룹 필드 섹션의 그룹 

상자, 코드 상자, 비용 센터 상자 는 비용 종류 상자에 해당 코드를 입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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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기족 의 구성원으로 지정하려면  세부 정보 섹션에서  배정 그

룹 확인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시스템 ID 데이터 섹션의 외부 ID 상자에 사용자에 한 추가 확인 정보를 입력

합니다. 이 정보는 사용자를 정보통신 의 해당 정보에 연결하거나 Project 

Server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자원 사용 보고를 편리하게 통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만들기 는 수정 

그룹은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에서 동일한 보안 요구 사항을 가

진 사용자의 모음입니다.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면 개별 사용자의 권한을 리

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일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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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ject Server 리 페이지에서 그룹 리를 클릭합니다. 

3. 그룹 리 페이지에서 새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을 수정하려면 그룹 이름 열에서 그룹 이름을 클릭하고 이 차의 나머지 

단계를 수행합니다.

4. 그룹 정보 섹션에서 그룹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주의 : Active Directory 디 터리 서비스 내에서 렦 그룹을 찾으려면 그룹 찾

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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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섹션의 사용 가능한 사용자 목록에서 해당 그룹에 넣을 사용자의 이름

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사용자를 모두 추가하려면 모두 

추가를 클릭합니다. 

참고 : 사용자는 자동으로 자신이 속한 그룹의 권한을 상속합니다. 

6. 종류 섹션의 사용 가능한 종류 목록에서 그룹이 액세스할 수 있는 종류 (종

류: Project Server에서 사용자를 로젝트와 보기에 매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종류에는 이름이 있으며 해당 종류에 속하는 사용자는 특정 보기에서 지정

된 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종류를 모두 추가하려면 모두 추가를 클릭합니다.

7. 선택한 종류 목록의 각 종류에 해 그룹 구성원이 해당 종류에 액세스할 때 

가질 권한을 선택합니다. 역 권한 섹션에서 각 권한에 해 다음 확인란  

하나를 선택합니다. 

․허용 그룹에 해 명시 으로 권한을 허용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거부 그룹에 해 명시 으로 권한을 거부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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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허용과 거부를 모두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처럼 

액세스 권한이 사용자에게 명시 으로 부여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종류에 액

세스할 수 없습니다. 

․ 부분의 경우 사용자 수 이 아닌 그룹 수 에서만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룹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해서는 역 권한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 권한을 빠르게 설정하려면 서식 일을 사용합니다. 서식 일 사용 권한 

설정 상자에서 그룹에 용할 보안 서식 일 (보안 서식 일: 미리 정

의된 권한 집합입니다.)을 선택하고 용을 클릭하십시오.

8. 역 권한 섹션에서 그룹에 한 역 권한을 선택합니다. 이 권한은 그룹 구

성원에게 할당된 종류 (종류: Project Server에서 사용자를 로젝트와 보기에 매

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종류에는 이름이 있으며 해당 종류에 속하는 사용자는 

특정 보기에서 지정된 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권한과는 별개의 권한

입니다.

보안 그룹을 Active Directory와 동기화

보안 그룹을 Active Directory와 동기화 보안 그룹을 Active Directory에 있는 

동일한 이름의 그룹과 자동으로 동기화하도록 Project Web Access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리 페이지에서 그룹 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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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 리 페이지에서 Active Directory 동기화 옵션을 클릭합니다.

4. 일정 섹션에서 원하는 업데이트 주기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시작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5. 동기화 과정에서 이 에 비활성화된 사용자가 발견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사

용자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동기화하는 동안 Active Directory에 재 비활성

화되어 있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를 자동으로 다시 활성화합니다. 확인

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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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을 클릭합니다. Active Directory 동기화를 즉시 시작하려면 지  장  

동기화를 클릭합니다.

참고 : 특정 그룹을 Active Directory 내의 다른 그룹과 연결하려면 그룹 리 

페이지에서 해당 그룹을 클릭하고 그룹 정보 섹션에서 그룹 찾기를 클릭

하십시오.

참고 : Project Server 그룹을 Active Directory와 동기화 옵션은 Project Server 

그룹 Active Directory 동기화에 용됩니다. Enterprise 자원 그룹 

Active Directory 동기화 설정은 [서버 설정] > [운  정책] > [Active 

Directory 자원 그룹 동기화] 에서 수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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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만들기 는 수정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의 종류 (종류: Project Server에서 사용자

를 로젝트와 보기에 매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종류에는 이름이 있으며 해당 

종류에 속하는 사용자는 특정 보기에서 지정된 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를 사용하면 지정된 보기를 통해 로젝트와 자원 정보에 한 사용자  그

룹화 (그룹화: 로젝트의 작업이나 자원을 작업 기간, 우선 순 , 자원 과 할

당, 완료 날짜 등의 특정 기 에 따라 결합하거나 재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룹화는 자원 필드인 그룹 필드와 다릅니다.) 액세스를 리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리 페이지에서 종류 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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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 리 페이지에서 새 종류를 클릭합니다.

기존 종류를 수정하려면 종류 이름 열에서 종류 이름을 클릭하고 이 차의 나

머지 단계를 수행합니다.

4. 이름  설명 섹션에서 종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5. 사용자  그룹 섹션에서 종류에 배정할 사용자  그룹의 이름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해당 종류에 사용 가능한 사용자와 그룹을 모두 추가하려

면 모두 추가를 클릭합니다.

참고 : 개별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룹을 통해 사용자

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로젝트 섹션에서 이 종류의 사용자와 그룹이 볼 수 있는 로젝트를 지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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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종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그룹이 로젝트를 볼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로젝트 이 종류의 사용자와 그룹이 모든 로젝트를 볼 수 있게 하려

면 Project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재 로젝트와 미래 로젝트 모두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로젝트 이 종류의 사용자와 그룹이 특정 로젝트만 볼 수 있게 하

려면 지정된 로젝트만 옵션을 선택합니다. 왼쪽 테이블에 나열된 로젝트를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게 하면 해당 로젝트가 이 종류의 사용자

와 그룹이 볼 수 있는 로젝트가 들어 있는 오른쪽 테이블로 이동됩니다.

․사용자가 련되어 있는 로젝트 다음 치의 모든 로젝트에  로젝트 

보안 권한 용에서 이 종류의 로젝트를 보는 데 필요한 사용자와 로젝트

의 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자원 섹션에서 이 종류의 사용자와 그룹이 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자원을 지

정합니다. 이 종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그룹이 자원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자원 이 종류의 사용자와 그룹이 모든 자원에 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려면 Project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재 자원과 미래 자원 모두 옵션

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자원 이 종류의 사용자와 그룹이 특정 자원만 볼 수 있게 하려면 지정

된 자원만 옵션을 선택합니다. 왼쪽 테이블에 나열된 자원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게 하면 해당 자원이 이 종류의 사용자와 그룹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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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들어 있는 오른쪽 테이블로 이동됩니다.

․이 항목의 사용자나 그룹이 련되어 있는 자원 다음 치의 모든 자원에  

자원 보안 권한 용에서 이 종류의 자원 정보를 보는 데 필요한 사용자나 그

룹과 자원의 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8. 보기 - 종류에 추가 섹션에서 보기 이름 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 종류의 

사용자와 그룹이 볼 수 있는 보기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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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버 필드 액세스 제어 섹션에서 이 보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그룹

이 비용  기 계획 정보를 보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액세스 제어를 지정해야 하는 기 계획  비용 데이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정 로젝트에 한정되지 않은 비용 데이터 비용 데이터  기 계획 데이

터 목록에서 이 종류의 사용자와 그룹에 필요한 액세스 수 에 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필드 로컬 사용자 정의 필드 테이블에 있는 각 필드의 액세스 열

에서 액세스 수 을 클릭하여 개별 사용자 정의 필드에 한 액세스 수 을 

지정합니다.

참고 : 로컬 사용자 정의 필드 테이블에서 권한을 볼 보기 종류를 필터링하려면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십시오.

10. 장을 클릭합니다.

보안 서식 일 만들기 는 변경 

보안 서식 일을 사용하면 종류 (종류: Project Server에서 사용자를 로젝트와 

보기에 매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종류에는 이름이 있으며 해당 종류에 속하는 

사용자는 특정 보기에서 지정된 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룹 (그룹: 

같은 권한이 지정된 개별 사용자 모음입니다.)  사용자에게 여러 권한을 빠르

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서식 일을 만들거나 변경한 후에는 종류, 그룹 

는 사용자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마다 해당 서식 일에 포함된 권한을 용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리 페이지에서 보안 서식 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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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 일 리 페이지에서 새 서식 일을 클릭합니다. 

기존 서식 일을 수정하려면 서식 일 이름 열에서 수정할 서식 일의 이름

을 클릭합니다. 

4. 서식 일 추가 는 편집 페이지의 이름 섹션에서 보안 서식 일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참고 : 기존 서식 일을 기반으로 이 서식 일을 만들려면 서식 일 복사 목

록에서 서식 일을 선택합니다. 새 서식 일에 기존 서식 일의 보안 

권한이 포함됩니다. 

5. 종류 권한 섹션의 허용 는 거부 열에서 이 서식 일로 권한을 설정할 때마

다 로젝트와 자원에 용할 권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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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 권한 섹션의 허용 는 거부 열에서 이 서식 일로 권한을 설정할 때마

다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2007 체에 용할 권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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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사용자 정의 

보기 추가 는 변경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에서  구성원은 부분의 페이지 쪽에 

있는 보기 목록으로 여러 보기를 선택하여 로젝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리자는 조직에 필요한 정보에 맞게 새 보기를 추가하고 기존 보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보기 리를 클릭합니다. 보기 목록이 나타납니다. 

3. 새 보기를 클릭합니다.

기존 보기를 편집하려면 변경할 보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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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  종류 섹션의 보기 종류 목록에서 추가할 보기 종류를 선택합니다. 

․ 로젝트  구성원이 로젝트 센터에서 로젝트를 클릭할 때 특정 로젝

트의 자세한 작업 (작업: 시작과 끝이 있는 일로서 로젝트 계획은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배정 (배정: 특정 작업에 특정 자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 (자원: 로젝트의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사람, 장비, 재료 등을 

말합니다.) 정보를 검토하려면 이 보기 종류를 사용합니다. 

․ 로젝트 센터에 있는 모든 로젝트에 한 정보를 검토하려면 이 보기 종류

를 사용합니다. 

․자원 배정 특정 자원 배정에 한 자세한 정보를 검토하려면 이 보기 종류를 

사용합니다. 

․자원 센터 자원 센터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검토하고 비교하려면 이 보기 종

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분석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교차

표로 만드는 화형 테이블입니다. 행과 열을 회 하여 원본 데이터의 요약 내

용을 다양하게 나타내거나, 데이터 필터 결과를 다른 페이지에 나타내거나, 자

세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나 피벗 차트 (피벗 차트: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화형 교차표 보고서인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를 

그린으로 나타냅니다. 포트폴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피벗 차트에 표시할 데이터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사용하여 로젝트와 리소스 정보를 검토하

려면 이 보기 종류를 사용합니다.

참고 : 데이터 분석 보기를 만들려면 먼  OLAP(온라인 분석 처리) 큐 를 만들

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 OLAP 큐 를 설정하고 리하는 방법

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참고 항목 섹션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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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업  구성원이 이 보기 종류를 사용하여 자신의 작업 배정을 검토합니

다. 

․자원 계획 리자가 이 보기 종류를 사용하여 로젝트의 자원 계획을 만듭니

다. 

․  작업  구성원이 이 보기 종류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 자원으로 배정된 

작업을 검토합니다. 

․  구성 리자가 이 보기 종류를 사용하여 로젝트 (자원 계획 아님)을 만

듭니다.

․작업표  구성원이 이 보기 종류를 사용하여 자신이 배정된 로젝트에 한 

시간을 보고합니다.

5. 이름 상자에 새 보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설명 상자에 새 보기에 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7. 테이블  필드 섹션의 사용 가능한 필드 목록에서 보기에 포함할 필드를 선

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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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보기를 추가할 경우 사용 가능한 필드 목록 에서 작업, 자원 는 배

정을 클릭하여 보기에 표시할 정보 종류를 정의합니다.

참고 

․필드 비를 정의하려면 표시된 필드에서 필드를 클릭하고 필드 비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필드 비를 픽셀 단 로 입력하거나 필드를 자동으로 

비에 맞춤 옵션을 클릭합니다. 

․보기에서 필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필드를 선택하고 로나 아

래로를 클릭합니다. 

8. 서식 보기 섹션에서 보기의 서식을 지정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로젝트, 로

젝트 센터  자원 배정 보기의 경우 Gantt 차트 서식 목록에서 정보를 표시

하는 데 사용할 Gantt 차트 보기 종류를 선택합니다.

9. 이 보기에서 분할 막 의 왼쪽 오 셋 지정 상자에 오 셋을 픽셀 단 로 입

력하여 보기의 분할 막  치를 정의합니다. 

10. 표시 목록에서 이 보기에 기본 으로 표시할 개요 수  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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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룹화 서식 목록에서 사용할 그룹화 스타일을 선택하고 그룹화와 다음 기  

목록을 사용하여 그룹화 순서를 정의합니다.

참고 : 시작 날짜와 같은 날짜 필드를 기 으로 그룹화 할 경우 로젝트는 분 

단 로 그룹화 됩니다. 

12. 정렬 기  목록에서 보기를 정렧할 때 기 으로 사용할 필드를 선택합니다. 

순서 목록에서 오름차순 는 내림차순을 선택하여 보기의 정렬 순서를 정의

합니다.

13. 필터를 클릭하여 이 보기에 용할 수 있는 필터를 만들거나 편집합니다. 

사용자 정의 필터 정의 화 상자의 필드 이름 목록에서 필드를 선택하고 테스

트 목록에서 테스트를 선택한 다음 값 상자에 테스트할 값을 입력합니다. 값 상

자에 쉼표(,)로 구분된 두 개의 값을 입력하여 값 범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

터에 조건 행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리고/ 는 열에서 연산자를 선택하여 새 

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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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용하기 에 필터를 테스트하려면 필터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14. 보안 종류 섹션의 사용 가능한 종류 목록에서 종류 (종류: Project Server에

서 사용자를 로젝트와 보기에 매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종류에는 이름

이 있으며 해당 종류에 속하는 사용자는 특정 보기에서 지정된 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15. 장을 클릭합니다. 

Project Web Access에서 Gantt 막 의 서식 지정 

다양한 Gantt 차트 보기에서 내 작업 페이지, 로젝트 센터  기타 보기에 

용할 수 있는 Gantt 막 의 색, 모양  무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리 페이지에서 Gantt 차트 서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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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ntt 차트 서식 페이지의 Gantt 차트 목록에서 서식을 지정할 Gantt 차트 보

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참고 : Gantt 차트 보기의 이름을 바꾸려면 Gantt 차트 목록에서 이름을 바꿀 

Gantt 차트 보기의 이름을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

음 새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별 Gantt 막 의 이름을 변

경할 수는 없습니다. 

4. 개별 Gantt 막 의 서식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Gantt 차트 보기가 표시될 때 Gantt 막 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막  이름을 

선택하고 표시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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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을 지정할 Gantt 막 를 선택하고 해당 막 의 각 부분에 용할 모양, 색 

 무늬를 선택합니다. Gantt 차트 서식 페이지의 Gantt 차트 보기에 서식이 

용된 Gantt 막 의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5. 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 기본 으로  구성원은 개인 Gantt(작업) 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이 개인 Gantt(작업) 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서버 설정을 

클릭하고 서버 리 페이지에서 작업 설정  작업 화면을 클릭합니다. 

 구성원 Gantt 보기 설정 섹션에서 모든 사용자가 ActiveX Gantt 보기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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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화 수 의 서식 변경 

작업  자원 정보가 로젝트 센터, 자원 센터, 로젝트  배정 보기 내에 그

룹화되어 있을 때 보기 안의 정보 행이나 수 이 표시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그룹화 수 의 모양을 변경하여  구성원에 한 특정 정보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리 페이지에서 그룹화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룹화 서식 목록이 나타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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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화 서식 목록에서 서식을 지정할 그룹화 수 을 선택합니다.

그룹화 수 의 이름을 바꾸려면 그룹화 서식 목록에서 그룹화 서식을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새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그룹

화 서식에 새 이름을 용합니다. 

4. 보기의 행에 한 그룹화 수 을 선택하고 해당 서식에 해 변경할 색, 무늬 

 꼴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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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을 클릭합니다. 

빠른 실행에서 연결 추가 는 변경 

빠른 실행에는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의 페이지, 목록  라이

러리에 한 연결이 들어 있습니다. 조직의 사용자가 보다 쉽게 Project Web 

Access를 탐색할 수 있도록 빠른 실행에서 연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연결 추가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리 페이지에서 빠른 실행을 클릭합니다. 

3. 새 연결을 클릭합니다. 

4. URL 섹션의 사용자 정의 링크 이름 상자에 빠른 실행에 표시할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조직에서 이 연결에 한 사용자 정의 페이지를 만든 경우 사용

자 정의 웹 주소 상자에 해당 페이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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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사용자 정의 웹 주소를 모를 경우 시스템 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5. 머리  섹션에서 새 연결을 표시할 치를 정의합니다. 

․빠른 실행에서 새 연결을 표시할 치 아래에 새 제목을 만들려면 머리  목

록에서 새 머리 을 선택합니다. 

․빠른 실행에서 기존 제목 아래에 새 연결을 표시하려면 머리  목록에서 제목 

이름을 선택합니다.

6.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 메뉴 항목을 표시하려면 빠른 실행에 링크를 표시하

시겠습니까? 상자에서  는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하여 연결을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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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변경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리 페이지에서 빠른 실행을 클릭합니다. 

3. 빠른 실행 편집 섹션에서 연결을 표시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든 섹션 빠른 실행에서 모든 메뉴 항목의 연결을 모두 확장하려면 이 옵션

을 선택합니다. 

․ 재 섹션만 재 선택된 메뉴 항목 이외의 모든 메뉴 항목을 축소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4. 빠른 실행에 Microsoft Windows SharePoint Services의 메뉴 항목을 표시하

려면 Windows SharePoint Services의 메뉴 항목 표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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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목이나 제목 아래의 연결을 변경하려면 메뉴 항목 세부 정보 설정 섹션에서 

제목이나 연결을 클릭합니다.

6. URL 섹션의 사용자 정의 링크 이름 상자에 빠른 실행에 표시할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조직에서 이 연결에 한 사용자 정의 페이지를 만든 경우 사용

자 정의 웹 주소 상자에 해당 페이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 메뉴 항목을 표시하려면 빠른 실행에 링크를 표시하

시겠습니까? 상자에서  는 아니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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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을 클릭하여 연결을 장합니다. 

참고 : 

연결을 삭제하려면 빠른 실행 옵션 페이지에서 행을 선택하고 연결 삭제를 클릭

합니다. 직  만든 연결만 삭제할 수 있으며 기본 연결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연결은 메뉴 항목 세부 정보 설정 섹션에 나타나는 순서 로 빠른 실행에 나타

납니다. 연결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행을 선택하고 로 이동 는 아래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필드 만들기 는 수정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 내에서 사용자 정의 필드 (필드: 시트, 폼, 

차트 상의 한 치로서 작업, 자원, 배정에 한 특정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를 들어, 시트에서 각 열은 필드이며, 폼에서 필드는 명명된 상자 

는 열 안의 한 치가 됩니다.)를 만들거나 수정하고 해당 필드를 로젝트에 추

가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보고 사용하는 값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 필드에 목록

( 는 특성)을 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다음 항목에서 가져옵니다. 

코드 체계표 : 이 표에는 미리 정의된 값, 즉  구성원이 로젝트 계획에 사용

자 정의 필드를 추가할 때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값이 들어 있습니다. 

식 : 식은 여러 필드  함수를 계산하여 필드 값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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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작업 

- 사용자 정의 필드 만들기 는 수정 

- 코드 체계표 만들기 는 수정 

- 사용자 정의 필드의 식 만들기 

사용자 정의 필드 만들기 는 수정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Enterprise 사용자 정의 필드 정의를 클릭합니다.

3. 새 필드를 만들려면 새 필드를 클릭합니다. 

필드를 수정하려면 표에서 수정할 필드 이름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4. 새 사용자 정의 필드 페이지(기존 필드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필드 편집 페이지)의 이름 상자에 필드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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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터티  유형 구역의 엔터티 목록에서 로젝트, 자원 는 작업을 클릭한 

다음 형식 목록에서 필드 형식을 클릭합니다. 

6. 사용자 정의 속성 구역에서 해당 필드에 해 미리 정의된 값이 들어 있는 

련 코드 체계표가 있는지 는 해당 필드에서 식을 사용하여 값을 정의하는지

를 지정합니다. 코드 체계표를 만들거나 수정하려면 코드 체계표 만들기 는 

수정을 참고하십시오. 

7. 필드 값을 엔터티  유형 구역에서 선택한 데이터 는 텍스트 형식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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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려면 표시할 값 구역에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8. 데이터 신 그래픽 표시기를 표시하려면 표시할 값 구역에서 그래픽 표시기

를 선택합니다. 

․조건 목록에서 요약 행, 비요약 행 는 로젝트 요약을 클릭하여 그래픽 표

시기를 표시할 정보 유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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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표시기를 표시할 정보 유형을 구체화하려면 구분선에서 조건, 조건을 

검사할 필드 값  그래픽 표시기에 표시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필드 값을 스크린 으로 표시하려면 도구 설명에 데이터 값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9. 필수 구역에서  는 아니요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해당 필드에 데이터를 반

드시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를 들어 비용 필드의 값이 산

을 과할 경우 빨간색 단추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 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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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그래픽 표시기를 사용하여 필드 값을 정의할 경우 장을 클릭하면 그래

픽 표시기나 식 내의 함수를 확인하기 해 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 2007이 열립니다. 필드 만들기나 수정을 마친 후 Office 

Project Professional 2007을 닫습니다. Project Web Access에서 만든 사

용자 정의 필드를 Project Professional에서 추가로 사용자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드 체계표 만들기 는 수정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Enterprise 사용자 정의 필드 정의를 클릭합니다. 

3. 새 코드 체계표를 만들려면 새 코드 체계표를 클릭합니다.

기존 코드 체계표를 수정하려면 사용자 정의 필드에 한 코드 체계표 표에서 

해당 코드 체계표 이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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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코드 체계표 페이지(기존 코드 체계표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코드 체계표 

편집 페이지)의 이름 상자에 코드 체계표 이름을 입력합니다. 

5. 형식 구역에서 코드 체계표에 사용할 로젝트 정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코드 마스크 구역에서 코드 체계표에 포함되는 각 값의 숫자 는 문자 구조

를 지정합니다. 

를 들어 코드 체계표의 값에 두 개의 문자와 세 개의 숫자가 계층 구조 형식

으로 차례로 포함되도록 하려면 코드 마스크 테이블의 첫째 행에서 문자를 클릭

하고 문자 개수로 2를 입력한 다음, 값 구분 기호로 사용할 마침표를 입력합니

다. 둘째 행에서는 숫자를 클릭하고 3을 입력한 다음, 코드 체계표 값의 둘째 부

분에 사용할 구분 기호를 입력합니다.

7. 코드 체계표 구역에서 표에 값을 입력하고 각 값 간의 계층 계를 만듭니다. 

입력하는 값은 코드 마스크 구역에서 지정한 코드 마스크 정의에 맞아야 합니

다. 이 값은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선택할 수 있

습니다. 값의 계층 계를 보다 쉽게 만들려면 표 쪽의 도구 모음에 있는 

단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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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계를 지정하려면 한 수  내릯 값이 들어 있는 행을 선택하고 한 수  

내리기 를 클릭합니다. 

․새 행을 만들려면 행 삽입을 클릭합니다. 

앞의 를 계속 사용할 경우 코드 체계표의 값에 두 개의 문자와 세 개의 숫자

가 계층 구조 형식으로 차례로 포함되도록 하려면 코드 체계표 값의 첫째 행에 

두 자로 된 첫 번째 문자 값을 입력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행에는 첫째 행

과 계층 으로 련된 세 자리 숫자를 각각 입력한 다음, 첫째 행 아래의 각 행

을 한 수 씩 내립니다. 다섯째 행에는 두 자로 된 두 번째 문자 값으로 사용할 

값을 입력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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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필드의 식 만들기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Enterprise 사용자 정의 필드 정의를 클릭합니다.

3. 식을 연결할 필드의 이름을 클릭하거나 새 필드를 클릭합니다. 

4. 새 사용자 정의 필드 페이지(기존 식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필

드 편집 페이지)의 사용자 정의 특성 구역에서 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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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을 쉽게 작성하려면 함수 선택을 클릭하고 함수 목록에서 함수 범주를 클릭

한 다음, 사용할 함수를 클릭합니다. 

   상자에 해당 함수가 나타납니다.

6. 함수를 세부 으로 지정하려면 연산자 선택을 클릭하고 연산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연산자가 식에 추가됩니다. 

식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Project 필드는 호로 묶습니다. 를 들어 식 [Name]&"."&[Project]는 작

업 이름 다음에 로젝트 이름이 나오고 두 이름 사이에 마침표(.)가 있는 값, 

즉 TaskName.ProjectName 형식의 값을 반환합니다. 

․식에 포함되는 함수는 최  29개의 수 으로 첩될 수 있습니다. 

7. 장을 클릭하여 필드를 연결된 식과 함께 장합니다.

참고 : 장을 클릭하면 식 내의 함수를 확인하기 해 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 2007이 열립니다. 필드 만들기나 수정을 마친 후 Office 

Project Professional 2007을 닫습니다. Project Professional은 식을 확인

하는 데만 사용되므로 Project 내에서 변경 내용을 장할 필요는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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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분석을 한 OLAP 큐  설정  리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의 강력한 보고  분석 기능인 포트폴리

오 분석 OLAP(온라인 분석 처리) 큐 를 사용하면 로젝트 데이터에 한 복

잡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LAP 큐 에는 작업, 자원, 로젝트, 배정, 

문제 , 험  약속 정보가 들어 있으며,  구성원은 포트폴리오 분석 페이지

에서 피벗 테이블 데이터와 피벗 차트 보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쉽게 찾

을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에서는 자원  작업 정보를 탐

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리 구성된 OLAP 큐 를 여러 가지 제공합니다. 구

성 일정 수립, 필드 지정, OLAP 큐  사용자 정의 과정은 Project Web Access 

내에서 수행되며 이 과정에는 Microsoft SQL Server 2005 Analysis Services를 

선택하고, OLAP 큐 를 생성하기 한 일정을 만들고, 선택 으로 각 큐 에 사

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

하면 자원 큐 의 언어 차원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Project Server OLAP 큐

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는 OLAP 큐 에 로젝트 이외의 비용에 한 측

정 필드를 추가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OLAP 큐 를 

설정하고 리하려면 먼  Microsoft SQL Server 2005 Analysis Services를 설

정하고 해당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실행할 작업 

- OLAP 큐 를 구성하기 한 일정 만들기 

- 데이터 분석 보기를 사용할 때 OLAP 큐 에 사용할 필드(차원) 지정 

- 미리 정의된 OLAP 큐  사용자 정의 

OLAP 큐 를 구성하기 한 일정 만들기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작성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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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alysis Services 설정 구역의 서버 상자에 Analysis Services 서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 상자에 Analysis Service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재 없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익스트라넷 URL 상자에 Analysis Services에서 사용하는 익스트라넷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른 Analysis Services 서버와 구별해야 하는 경우 설명 상자에 

Analysis Services 서버의 익스트라넷 URL 치에 한 설명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5. 데이터베이스 날짜 범  구역에서 OLAP 큐 에 포함할 데이터의 날짜 범

를 선택합니다. 

․가장 빠른 로젝트 시작 날짜와 가장 늦은 로젝트 완료 날짜를 사용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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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경우 로젝트 작업의 가장 빠른 날짜와 가장 늦은 날짜를 포함하도록 

큐 가 구성됩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 단   다음 시간 단 를 사용하여 큐 가 만들어진 날짜

를 기 으로 날짜 범 를 계산합니다.를 선택한 경우 OLAP 큐 에서 사용할 

오늘 날짜 이   이후의 일, 주 는 월 수를 마지막  다음 상자에 지정합

니다. 

․아래에 지정된 고정 날짜 범  사용을 선택한 경우 시작 날짜  완료 날짜 

필드 모두에 날짜를 지정합니다. 

6. 큐  업데이트 간격에서 큐 의 데이터를 새로 고칠 간격을 선택합니다.

7. OLAP 큐  구성을 시작하려면 지  장 후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큐 를 구

성하지 않으려면 장을 클릭합니다. 큐 는 큐  업데이트 간격 구역에서 선

택한 일정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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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OLAP 큐 의 구성 상태를 확인하려면 서버 설정을 클릭하고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작성 상태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분석 보기를 사용할 때 OLAP 큐 에 사용할 필드(차원) 지정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보기 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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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보기를 클릭하고 보기 종류 구역에서 데이터 분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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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원이 포트폴리오 분석 페이지의 이름  설명 상자에서 보게 될 보기

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5. Analysis Services 설정 구역에서 큐 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조직의 기본 

Analysis Services 서버나 다른 Analysis Services 서버를 입력합니다. 다른 

서버를 선택할 경우 해당 이름과 선택 으로 익스트라넷 주소를 입력합니다. 

6. Analysis Services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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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큐  목록에서 사용할 큐 를 선택합니다. 

참고 : 사용자 정의 Analysis Services 서버를 선택한 경우 용을 클릭하여 해

당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큐  목록을 표시합니다. 

8. 보기 옵션 구역에서 큐 의 정보를 표시할 방식을 선택합니다. 

․정보를 그래  형식으로 표시하려면 피벗 차트를 클릭합니다. 

․정보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려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참고 :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여 피벗 테이블 보기 에 피벗 차트 

보기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 보기에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

다. 

9. PivotChart and PivotTable을 클릭하여 정보를 테이블 형식과 그래픽 형식 모

두로 표시합니다. 

10. 필드 목록 표시 확인란을 선택하여 피벗 차트 데이터나 피벗 테이블 보기에 

추가할 수 있는 필드 목록을 표시합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화 상자

가 나타납니다. 합계 아래에 나열된 필드는 피벗 차트 보기나 피벗 테이블 

보기의 가운데 역에 추가할 수 있는 차원 필드입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필드는  구성원이 데이터를 보고 분류하는 데 사용할 방법에 따라 피벗 차

트 보기나 피벗 테이블 보기의 열, 행  필터 역에 추가할 수 있는 차원 

필드입니다. 

11. 도구 모음 표시 확인란을 선택하여 피벗 차트 보기나 피벗 테이블 보기의 맨 

에 서식 도구 모음을 표시합니다. 

12. 피벗 차트 보기나 피벗 테이블 보기가 속하는 보앆 종류 (종류: Project 

Server에서 사용자를 로젝트와 보기에 매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종류에

는 이름이 있으며 해당 종류에 속하는 사용자는 특정 보기에서 지정된 로

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를 지정하려면 보안 종류 구역의 사용 가능한 

종류 목록에서 종류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13. 장을 클릭하여 보기를 만듭니다. 

미리 정의된 OLAP 큐  사용자 정의 

 구성원이 데이터를 보다 세부 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된 OLAP 큐 에 조직의 사용자 정의 필드를 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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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구성을 클릭합니다. 

3. 큐  차원 구역에서 사용자 정의할 큐 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 목

록에서 큐 에 차원으로 추가할 사용자 정의 필드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

니다. 큐 의 차원에 추가하는 필드는 선택한 차원 목록에 추가됩니다.

참고 : 필드 목록에는 조직에 맞게 사용자 정의한 필드만 포함됩니다.

4. 큐  측정값 구역에서 사용자 정의할 큐 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 

목록에서 큐 에 측정값으로 추가할 사용자 정의 필드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

릭합니다. 큐 의 측정값으로 추가하는 필드는 선택한 측정값 목록에 추가됩

니다. 

참고 필드 목록에는 조직에 맞게 사용자 정의한 필드만 포함됩니다. 

5. 장을 클릭하여 OLAP 큐 를 새 필드 정보로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에 

OLAP 큐 를 생성할 때는 이 새로운 정보가 큐 에 포함됩니다. 

참고 : 련 데이터가 들어 있지 않은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한 경우 이 사용

자 정의 필드는 큐 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MDX(다차원 식) 스크립트를 만들어 큐  필드 내의 정보를 조작하면 큐  필드

를 보다 세부 으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계산된 구성원에서 계산된 MDX 스크립트를 만들 OLAP 큐 를 선택합니다. 

2. MDX 식을 선택하려면 삽입을 클릭합니다. 행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하여 

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3. 구성원 이름 아래에 계산된 구성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MDX 식 아래에 구성원을 정의하는 MDX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5. 장을 클릭하여 OLAP 큐 에 MDX 스크립트를 용합니다. 다음에 OLAP 

큐 를 생성할 때는 이 정보가 OLAP 큐 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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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데이터 리 

로젝트, 자원  작업표 데이터 삭제 

정기 으로 로젝트, 자원, 작업  배정, 작업 업데이트, 상황 보고서  작업

표에 한 데이터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여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2007 데이터베이스의 여유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Enterprise 개체 삭제를 클릭합니다. 

3. Project Server에서 삭제할 항목 구역에서 삭제할 데이터 종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데이터 종류와 련된 데이터가 페이지 아래에 표로 나타납니다. 상황 

보고서 응답이나 작업표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 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4. 표에서 삭제할 항목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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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ject Server에서 삭제할 항목 구역에서 상황 보고서 응답이나 작업표를 선

택한 경우 날짜 선택 단추를 사용하여 두 항목에서 삭제할 날짜 범 를 지정

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 항목은 복원할 수 있습

니다.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한 다음 리 복원을 클릭합니다. 항목

이 삭제된 후부터 가장 최근에 항목이 백업된 시기 사이에 변경된 내용은 복

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체크 아웃한 로젝트  자원을 수동으로 체크 인

 구성원이 Enterprise 개체를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2007로 다시 체

크 인 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리자는 로젝

트, 자원, 필드, 달력, 코드 체계표, 자원 계획 등의 Enterprise 개체를 강제로 체

크 인 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Enterprise 개체 강제 체크 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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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로 체크 인할 개체 유형 선택 목록에서 표에 표시할 개체 유형을 클릭합

니다. 

4. 체크 인할 개체를 선택한 다음 체크 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 체크 아웃된 개체를 체크 인 할 경우 해당 개체를 체크 아웃한 사용자는 

개체를 새 개체로 장해야만 변경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할 수 있

습니다. 그 지 않으면 개체를 다시 체크 아웃한 다음 동일한 변경 작업

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2.1.4 작업표  작업 상태 표시 설정 

작업표  작업 상태 개요 

 구성원이 작업표 시간이나 작업 상태를 기록할 수 있게 하려면 작업표나 작

업 상태 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설정해야 합니다. 작업표는 작업,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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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목에 해 작업한 실제 시간을 기록하며 사용률, 청구 가능한 작업 시간 

등을 추 할 경우 요합니다.  구성원은 작업 센터를 사용하여 작업 상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업 센터를 사용하면 로젝트의 작업 완료 상태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추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 

- 작업표나 작업 상태  무엇을 설정해야 합니까? 

- 두 추  유형이 어떻게 함께 작동합니까? 

- 시간을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업표나 작업 상태  무엇을 설정해야 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작업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청구 가능한 작업시간과 청구 불가능한 작업시간을 추 하려

는 경우 

․ 여 지 이나 청구 목 으로 회계 시스템과 통합해야 할 경우 

․경 진이 자원의 소비 시간과 이러한 시간이 소비되는 방법(청구 가능

한 과 작업 시간, 청구 가능한 표  작업 시간  청구 불가능한 작

업 시간 등)에 한 세부 정보를 보고 싶어할 경우 

조직에 로젝트 리자가 있고 이들이 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 

2007에서 직  만든 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추 하는 경우 사용자는 작업 상태

를 추 할 수 있습니다.

두 추  유형이 어떻게 함께 작동합니까?

작업표와 작업 상태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한 역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다른 

역에서도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으로 사용자는 내 작업에서 작업 센터를 통해 매일 작업 진행 

상황을 입력하고  구성원은 주의 마지막 날에 작업표를 만듭니다. 내 

작업표 페이지에서 작업 진행 상황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구성원이 

작업 상태를 통해 보고한 실제 작업 시간이나 일정의 계획된 작업 시

간을 기반으로 작업표가 미리 채워집니다. 

․  구성원은 필요에 따라 작업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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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센터를 통해 보고된 작업 상태는 실제 작업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작업은 계획된 시간보다 오래 걸리거나 게 걸릴 

수 있고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 작업 시간과 작

업 진행 상황은 종종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 데이터 집합은 서로 동기

화되지 않습니다. 

․  구성원이 작업표를 채운 다음 작업 상태를 입력하고 싶을 경우도 

있습니다.  구성원은 작업 센터의 작업표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작업

표에 입력된 실제 작업 시간을 가져오고 필요할 경우 이를 완료율로 

변환한 다음 이 데이터로 작업 상태 구분선을 미리 찿을 수 있습니다. 

경고 : 이 게 하면 작업 센터에 이미 입력된 데이터를 덮어쓰게 됩니다.

시간을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정할 가장 요한 사항 의 하나는 시간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정의

한 범주에 속한 시간만 보고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데이터를 겹쳐서 

표시하여 요약할 수는 있지만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를 통해 추

한 것 이상의 세부 사항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섹션의 정보를 사용하여 시간 분류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 작업표를 사용할 경우 

 - 작업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Enterprise 로젝트의 작업 짂행 상황을 추 해야 할 경우 

작업표를 사용할 경우 

기본 으로 작업표를 사용할 때에는 네 가지 청구 유형이 있습니다. 

․청구 가능 청구 가능( 는 표 ) 작업 시간은 통상 여가 청구되는 

정규 작업 시간입니다. 

․청구 가능한 과 시간 청구 가능한 과 시간은 통상 여가 청구되

는 과 작업 시간입니다. 

․청구 불가능 청구 불가능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는 정규 작업 시간

입니다. 

․청구 불가능한 과 작업 청구 불가능한 과 작업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는 과 작업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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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추 해야 할 시간 유형을 확인합니다. 회계 시스템으로 내보내야 할 시간 

범주, 고객에게 청구해야 할 시간 범주  보고서를 통해 경 진에게 보고할 시

간 구분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계 부서  리 과 상의하여 그들에게 필

요한 보고서 유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합니다. 

․자원이 작업하는 작업 유형이 네 개의 기본 범주  하나에 속하고 이

러한 네 개의 시간 범주에 해서만 시간을 내보내고 보고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한 다음 작업표 설정  기본값을 클

릭합니다. 작업표 설정  기본값 페이지의 Project Web Access 화면 

섹션에서 작업표에서 표  과 작업 시간  청구 불가능한 작업 시

간 리를 사용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어떠한 분류도 만들 필요

가 없으므로 작업표 분류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이 작업하는 작업 유형이 네 개의 기본 범주  하나에 속하지만 

좀 더 세부 으로 시간을 내보내고 보고해야 합니다. 를 들어 청구 

가능한 출장 시간과 청구 가능한 장 작업 시간을 비교하여 보고하거

나 사용률 범주를 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한 다음 작업표 설정  기본값을 클

릭합니다. 작업표 설정  기본값 페이지의 Project Web Access 화면 

섹션에서 작업표에서 표  과 작업 시간  청구 불가능한 작업 시

간 리를 사용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작업표 분류 페이지에서 

필요한 세부 정보를 담을 분류를 만듭니다. 각 분류는 네 가지 청구 

범주  아무 범주에나 용할 수 있습니다. 를 들어  구성원이 "

청구 가능한 교육 시간과 청구 가능한 출장 시간"  "청구 불가능한 

과 교육 시간 는 청구 가능한 과 출장 시간"을 추 할 수 있도

록 "교육"과 "출장"이라는 분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원이 작업하는 작업 유형이 네 개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를 들어 청구 가능한 여가 통상 청구 여  과 작

업 시간 여보다 많을 경우 기본 범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한 다음 작업표 설정  기본값을 클릭합니

다. 작업표 설정  기본값 페이지의 Project Web Access 화면 섹션에

서 작업표에서 표  과 작업 시간  청구 불가능한 작업 시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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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합니다.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표 분류 

페이지에서 필요한 모든 청구 유형을 한 분류를 만듭니다.  구성원

은 각 작업표 항목에 해 분류를 선택하여 해당 시간에 한 청구 유

형을 지정합니다. 

작업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Office Project Web Access에서 작업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싞 

 구성원들에게 작업표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십시오.

Enterprise 로젝트의 작업 진행 상황을 추 해야 할 경우 

작업 상태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할 때 사용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하루 는 일주일 작업 시간 

- 실제 작업 시간  남은 작업 시간 

- 작업 완료율 

작업 진행 상황은 작업표에서 추 되는 작업한 시간 비 작업의 완료 정도를 

반 합니다. 이 두 값이 항상 직 인 상호 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 사용할 작업 상태 방법을 결정하려면 보고 요구 사항과  구성원에 향

을 주는 데이터 입력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루 는 일주일 단

로 작업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면 상태에 한 세부 정보를 추 하고 이

를 계획된 상태와 비교할 수 있으므로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

면에 이를 해서는  구성원의 세부 이고 빈번한 데이터 입력이 필요

합니다. 재 조직에서 시간을 추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는 조직 문화

의 큰 변화일 수 있으며 일부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방법은 진 으로 덜 세부 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비교   구성원의 

수고와 문화  충격이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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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표  작업 상태 설정 

 구성원이 작업표에 시간을 기록하거나 작업 상태를 제출하려면 작업표, 작업 

상태 는 둘 다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표 설정 

- 재무 기간 만들기 

- 작업표 기간 설정 

- 작업표 행의 고유 식별자 정의 

- 작업표 설정  기본값 지정 

작업표 기간 만들기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재무 기간을 클릭합니다. 

3. 회계 기간 리 구역에서 재무 기간으로 정의할 연도를 클릭한 다음 정의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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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 기간 시작 날짜 정의 구역에서 날짜 선택을 사용하여 회계 연도가 시작

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5. 회계 연도 작성 모델 설정 구역에서 재무 기간에 해 다음과 같은 서식 지정 

방법  하나를 선택합니다. 

․4,5,4 방법 이 방법은 4주 재무 기간을 설정한 다음 5주 회계 기간  

다른 4주 회계 기간을 설정합니다. 

․4,4,5 방법 이 방법은 4주 회계 기간을 설정한 다음 다른 4주 회계 기

간  5주 회계 기간을 설정합니다. 

․5,4,4 방법 이 방법은 5주 회계 기간을 설정한 다음 4주 회계 기간  

다른 4주 회계 기간을 설정합니다. 

․13개월 이 방법은 각 기간을 4주로 설정합니다. 

․표  연도 이 방법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표  12개월 연도에 따라 

각 기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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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 명명 규칙 정의 구역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기간에 한 고유한 이

름을 만듭니다. 

․최  15자의 두사 

․최  6자리의 일련 번호 

․Qtr. #, '08 등 최  15자의 미사 

7. 만든 후 장을 클릭합니다. 

회계 기간 페이지에서는 회계 월 조정 모 에 보이는 개별 기간과 함께 회계 기

간이 표시됩니다.



- 87 -

회계 기간을 정의한 후에 모 을 사용하여 회계 기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회

계 기간 내에서 날짜 범 의 끝 날짜를 조정하려는 경우 회계 기간 행에 한 

끝 날짜 열에 날짜 선택 을 사용하여 새 날짜를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다음 기

간에 한 날짜는 모든 기간이 연속되도록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주의 : 실수로 인해 회계 기간을 다시 정의하려면 먼  기간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다음 정의를 클릭하여 다시 정의합니다.

작업표 기간 설정 

작업표 기간을 만들 때  구성원이 시간을 선택하고 걸릴 시간을 보고하는 기

간을 설정합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작업표 기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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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량 기간 매개 변수 정의 구역에서 만들려는 기간 수, 첫 작업표 기간의 시

작 날짜, 표  일정 기간(일 단 )을 지정합니다. 

4. 일  처리 명명 규칙 정의 구역에서  구성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작업표 기간에 해 명명 규칙을 지정합니다. 

 명명 규칙의 시작 부분에 사용할 고유한 두사를 두사 상자에 입력

합니다. 

 둘 이상의 기간을 만드는 경우 고유한 각 기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순번을 다음 순번 상자에 입력합니다. 

 명명 규칙의 끝에 사용할 고유한 미사를 미사 상자에 입력합니다. 

5. 량 만들기를 클릭하여 기간을 만든 다음 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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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 만들기 구역에서 기간을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삽입 는 뒤에 삽입을 클릭하여 추가 작업표 기간을 삽입합니다. 

․작업표 기간의 이름을 바꾸려면 기간 이블 열에서 작업표 기간의 이

름을 클릭한 다음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간 상태를 변경하려면 상태 열에서 진행 는 마감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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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새 작업표 기간의 상태가 모두 진행으로 설정됩니다. 서버 리자만 기간

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작업표 설정  기본값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후 

작업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7. 장을 클릭합니다.

작업표 행의 고유 식별자 정의 

분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범주를 가리킵니다. 를 들어 조직이 청구 가

능한 작업과 청구 불가능한 작업에 해 다른 분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으로 모든 작업표 행은 표 ( 는 기본) 행 분류를 사용합니다.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작업표 분류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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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분류 편집  입력 구역에서 새 분류를 클릭합니다. 

4. 모 에서  구성원에 한 작업표 행의 고유 식별자를 식별하는 새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5. 기본 으로 상태 열은 활성으로 설정됩니다. 더 이상 용되지 않도록 분류를 

비활성화하려면 상태를 비활성으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분류는 기록 보

고 용도로 Project Web Access에 남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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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표 설정  기본값 지정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작업표 설정  기본값을 클릭합니다. 

3. Outlook 화면 구역에서 청구 가능 시간, 청구 불가능한 작업 시간, 정된 작

업 시간, 과 작업 시간  정된 작업 시간을 Microsoft Office Outlook 

2007에 표시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4.  구성원이 과 작업 시간  청구 불가능한 작업 시간을 제출할 수 있게 

하려면 Project Web Access 화면 구역에서 작업표에서 표  과 작업 시간 

 청구 불가능한 작업 시간 리를 사용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구

성원은 약된 작업 시간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기본 작업표 만들기 모드 구역에서 기본 작업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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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구성원의 작업 배정에 한 정보를 사용하여 작업표를 미리 채우려

면 재 작업 배정을 선택합니다. 

․  구성원의 재 로젝트에 한 정보를 사용하여 작업표를 미리 채

우려면 재 로젝트를 선택합니다. 

․  구성원에 해 빈 작업표를 만들려면 미리 채우기 없음을 선택합니

다.

6. 작업표 열 단  구역에서 기본 작업표 리 단 가 일 단  는 주 단 인지 

지정합니다. 

7. 기본 보고 단  구역에서 기간 내의 시간 단 를 시간 단 로 보고할지 일 단

로 보고할지 지정합니다. 

   하루 작업량에 포함시킬 시간을 지정하려면 하루 단  표  작업표의 시간 

상자에 시간을 입력합니다. 

8. 보고 제한 시간 구역에서 작업표에서 허용되는 최  시간  최소 시간을 비

롯하여 하루에 보고할 수 있는 최  시간을 지정합니다.  구성원이 이러한 

제한을 과하는 시간을 보고하면 제출할 때 작업표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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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최  보고 제한을 설정하지 않으려면 999를 입력하여 최  시간에 제

한이 없도록 하고, 시간당 최소 보고 제한을 설정하지 않으려면 0을 입력하여 

최소 시간에 제한이 없도록 합니다. 0을 입력하는 것이 효과 입니다.

참고 : 하루의 기본 시간을 최  999시간까지 지정하여 에 필요한 보고 시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작업표 정책 구역에서 다음을 지정합니다. 

․  구성원이 앞으로의 기간에 한 시간을 기록할 수 있게 하려면 이

후 보고 허용을 선택합니다. 

․  구성원이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2007에 없는 로젝트나 

작업에 한 작업표 항목을 만들 수 있게 하려면 확인되지 않은 작업

표 행 항목 허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참고 : 이 확인란은 작업표를 사용하는 경우와 작업 상태를 사용하여 로젝트 

작업을 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합니다. 

10. 감사 구역에서 작업표 감사 사용 확인란을 클릭하여 작업표의 모든 변경 내

용에 한 자세한 기록을 만듭니다.

11. 승인 회람 구역에서 고정 승인 회람 확인란을 클릭하여  구성원이 작업표

를 제출할 때 다음 승인자를 수동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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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상태 설정 

1. 빠른 실행에서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서버 설정 페이지에서 작업 설정  작업 화면을 클릭합니다. 

3. 진행 리 방법 구역에서  구성원이 로젝트 작업에 한 진행 사항을 보

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하다고 생각하는 진행 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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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로젝트 리자가 로젝트에 해 다른 보고 방법을 지정할 수 있게 하

려면 로젝트 리자는 에 지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함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사  데

이터가 표시되는 보고서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같은 보고 방법이 

필요합니다. 

4. 사용자 업데이트 보호 구역에서 실제 데이터에 한 업데이트가 발생하게 하

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로젝트 리자가  구성원의 작업 상태에 액세스할 수 없게 하려면 

Project Web Access로 업데이트 제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구성원이 자신의 작업 상태를 작업표와 먼  동기화하여 실제 데이

터를 기록하게 하려면 작업 업데이트를 해 작업표의 시간 항목만 동

기화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작업표 가져

오기를 클릭해야만 작업 상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업표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는 작업 상태 페이지 내에서 시간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5. 재 작업 정의 구역에서 작업을 완료해야 할 일 수를 입력합니다. 이 게 하

면 해당 작업이 기본 으로 표시되어  구성원이 작업 목록에서 재 작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구성원 Gantt 보기 설정 구역에서 모든 사용자가 ActiveX Gantt 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하여 필요한 ActiveX 컨트롤에 

한 사용자가 작업 센터 페이지의 작업 Gantt 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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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간 송 

2.2.1 작업표 만들기 

새 작업표 (작업표: Project Web Access에서 자원이 작업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

고 로젝트 리자에게 업데이트 사항을 보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를 만들어 

작업 (작업: 시작과 끝이 있는 일로서 로젝트 계획은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로젝트  휴무 시간 (휴무 시간: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작업 일정에서 제

외하도록 자원 달력이나 로젝트 달력에 지정한 시간이나 날짜를 말합니다. 휴

무 시간에는 심시간, 주말, 휴일 등이 포함됩니다.)을 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서버 리자 ( 리자: 사용자 계정을 설정  리하고, 권한을 할당하고, 

네트워크나 서버 액세스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Project Professional과 

Project Server의 다양한 요소를 리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는 

처음에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에 보고 기간을 설정합니다. 

정의된 보고 기간에 해서만 작업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표 센터 

페이지에는 작업표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보고 기간이 반

됩니다. 

1. 빠른 실행의 내 작업에서 작업표 센터를 클릭합니다.

2. 작업표 이름 열에서 보고 기간에 한 만들려면 클릭하십시오. 링크를 가리킨 

다음 나타나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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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작업표를 만드는 데 사용할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만들기 : 서버 리자가 지정한 기본 설정으로 새 작업표를 만

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에는 작업, 

로젝트  로젝트 이외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작업으로 만들기 : 선택한 보고 기간 동안의 배정된 모든 작업으로 새 작업표

를 만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로젝트로 만들기 : 선택한 보고 기간 동안의 할당된 모든 로젝트로 새 작

업표를 만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동 채우기 안 함 : 행이 없는 새 작업표를 만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시간을 기록하려면 작업표에 행을 수동으로 추가해야 합

니다. 

참고 :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빈 작업표를 만든 후에는 작업표에 행을 추가하여 작

업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표 작업(행) 추가 는 제

거를 참고하십시오.

작업표에 작업 배정 데이터가 표시되는 데는 다음 사항이 용됩니다. 

․조직의 설정 : 서버 리자는 작업표를 설정할 때 조직의 필요에 맞는 고유한 

작업표 필드 집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 옵션 : 작업표에는 자동 필터  기타 사용자 정의 옵션에 따라 특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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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보고 기간 : 작업표에는 선택한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작업만 표시됩니

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작업표에 실제 작업 시간 (실제 작업 시간: 작업

이나 배정에서 수행된 작업 시간을 말합니다. 작업에 실제 작업 시간을 입력하면 

다음 식을 사용하여 남은 작업 시간이 계산됩니다. 남은 작업 시간 = 작업 시간 

- 실제 작업 시간. 실제 작업 시간을 '실제 데이터'라고도 합니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방법 설명 실행 방법 

작업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찿우기 

작업 섺터 페이지에 작업 상황을 제출한 후 작

업표를 맊들면 작업 상황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작업표에 자동으로 찿워집니다. 이 방법은 작업

표를 찿우는 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작업 섺터 

페이지에 작업 

상황을 제출한 후 

작업표를 

맊듭니다. 

작업 

상황에서 

가져오기 

작업 섺터 페이지에 작업 상황에 한 데이터를 

추가하기 에 작업표를 이미 맊든 경우 작업표

로 상황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

업표에 입력한 모든 시간은 최싞 상황 데이터로 

바뀝니다. 데이터를 가져온 후 수정하여 보고 기

간 동앆의 실제 작업 시간을 반 할 수 있습니

다. 

내 작업표 

페이지에서 작업 

짂행 상황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계획된 

작업 

시간에서 

복사 

보고 기간 동앆의 실제 작업 시간이 해당 기간 

동앆의 계획된 작업 시간과 동읷하거나 거의 읷

치하는 경우 작업표의 실제 작업 시간에 계획된 

작업 시간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사

한 후 수정하여 보고 기간 동앆의 실제 작업 시

간을 반 할 수 있습니다. 

내 작업표 

페이지에서 실제 

데이터를 정 

데이터로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입력 

작업 섺터 페이지의 실제 작업 시간을 캡처할 

수 없고 해당 값이 계획된 작업 시간과 충분히 

비슷하지 않아 복사하기에 하지 않은 경우 

작업표에 실제 작업 시간을 직  입력할 수 있

습니다. 

내 작업표 

페이지의 구분선에 

실제 작업 시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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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표를 만들고 실제 작업 시간 (실제 작업 시간: 작업이나 배정에서 수행된 작

업 시간을 말합니다. 작업에 실제 작업 시간을 입력하면 다음 식을 사용하여 남

은 작업 시간이 계산됩니다. 남은 작업 시간 = 작업 시간 - 실제 작업 시간. 실

제 작업 시간을 '실제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을 입력한 후에는 승인을 해 작

업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표 제출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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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작업표 작업(행) 추가 는 제거 

작업표 (작업표: Project Web Access에서 자원이 작업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로젝트 리자에게 업데이트 사항을 보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의 각 행은 

선택된 보고 기간의 실제 작업 시간 (실제 작업 시간: 작업이나 배정에서 수행된 

작업 시간을 말합니다. 작업에 실제 작업 시간을 입력하면 다음 식을 사용하여 

남은 작업 시간이 계산됩니다. 남은 작업 시간 = 작업 시간 - 실제 작업 시간. 

실제 작업 시간을 '실제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을 캡처하는 데 사용됩니다. 캡

처하려는 다른 시간 범주에 행을 추가할 수도 있고 작업에 해 보고할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경우 행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할 작업 

- 로젝트 작업 추가 

- 리 작업 추가 

- 기타 작업 추가 

- 작업 제거 

로젝트 작업 추가 

1. 빠른 실행의 내 작업에서 작업표 센터를 클릭합니다.

2. 작업표 이름 열에서 작업을 추가할 작업표를 클릭합니다. 

수정할 작업표가 표시되지 않으면 도구 모음의 오른쪽에 있는 보기 선택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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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다른 기간의 작업표를 표시합니다.

3. 내 작업표 페이지에서 행 추가를 클릭합니다. 

4. 기본 배정에서 선택을 클릭한 다음 상자에서 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작업을 두 개 이상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른 채로 추가할 각 작업 이름을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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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 분류 목록에서 작업 범주를 선택합니다. 

분류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해 조직에서 정의한 범주입니다. 를 들어 

조직에서 청구 가능한 작업 시간과 불가능한 작업 시간을 별도의 분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선택한 분류는 재 세션에서 추가하는 모든 행에 용됩니다. 다른 분류

의 행을 추가하려면 첫 번째 행 집합을 추가한 다음 이러한 단계를 반복

하여 작업표에 행을 추가하십시오. 

6. 설명 상자에 추가하는 행에 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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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작업 추가 

리 작업에는 휴가, 병가 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 메일에 회신하는 데 소

비된 시간처럼 시간 보고를 해 업무상 승인된 기타 범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

다. 사용자는 작업표 센터 페이지에서 자신의 작업표에 리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리 작업은 한 번에 하나의 범주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를 들어 작업

표에 휴가  회의, 두 가지 범주의 리 시간을 추가해야 할 경우 휴가

에 한 리 작업을 먼  추가한 다음 해당 단계를 반복하여 회의에 소

비된 시간에 한 리 작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1. 빠른 실행의 내 작업에서 작업표 센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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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 시간 계획을 클릭합니다. 

3. 리 시간 화 상자의 종류 목록에서 리 시간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4. 해당하는 경우 작업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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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명 상자에 리 작업에 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기간 목록에서 리 작업의 보고 기간을 선택합니다. 

  작업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리 시간에 한 올바른 보고 기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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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분선의 해당 행에 있는 로젝트 이외 작업에 해 작업 수행 시간이나 계

획한 시간 는 둘 모두를 입력합니다. 리 시간에 해 작업표에 실제 작업 

시간이나 작업 수행 시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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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수행 시간은 보고 기간 동앆 리 작업을 수행한 시간을 반 합니다. 

를 들어 목요일에 하루 종일 회의를 한 경우 해당 날짜의 구분선에 8h를 입력

합니다. 

․계획된 시간은 일정에서 약하려는 시간을 반 합니다. 를 들어 여름에 일

주일간 휴가를 떠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약하려는 시간에 한 보고 기간을 

찾아 해당 주의 계획된 시간을 입력합니다. 

참고 : 계획된 시간은 리 시간 화 상자에서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작업 추가 

일부 작업은 로젝트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조직에서 리 시간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를 들어 고객 회사를 방문하여 임원과 업무상 요한 심 식사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드물게 일어나므로 조직에서 

이러한 작업을 리 시간으로 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작업표 센터 페이

지에서 자신의 작업표에 로젝트 이외 시간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의 내 작업에서 작업표 센터를 클릭합니다. 

2. 작업표 이름 열에서 작업을 추가할 작업표를 클릭합니다.

만들 작업표가 표시되지 않으면 도구 모음의 오른쪽에 있는 보기 선택 목록을 

사용하여 다른 기간의 작업표를 표시합니다. 

3. 내 작업표에서 행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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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작업표 행의 이름 입력을 클릭한 다음 상자에 새 작업표 행의 이름을 입력

합니다. 여러 을 입력하려면 각 을 캐리지 리턴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5. 행 분류 목록에서 작업 범주를 선택합니다. 

  분류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해 조직에서 정의한 범주입니다. 를 들

어 조직에서 청구 가능한 작업 시간과 불가능한 작업 시간을 별도의 분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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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선택한 분류는 재 세션에서 추가하는 모든 행에 용됩니다. 다른 분류

의 행을 추가하려면 첫 번째 행 집합을 모두 추가한 다음 이러한 단계를 

반복하여 작업표에 행을 추가하십시오. 

6. 설명 상자에 추가하는 행에 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작업 제거 

작업표에 재 보고 기간에 필요하지 않은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를 들어 

작업표에는 진료를 해 계획된 병가를 나타내는 행이 있지만 보고 기간에 병가

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업에 해 보고할 시간이 없고 작업표를 아직 제출

하지 않은 경우 리 시간 계획 옵션을 사용하여 계획된 시간을 제거하는 신 

작업표에서 해당 작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요청이 거부되었거나 다

른 이유로 아직 승인되지 않아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간에도 유용합니

다. 

1. 내 작업표에서 작업표에서 제거할 각 작업 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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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삭제를 클릭합니다. 

참고 : 작업표에서 작업을 제거하더라도 로젝트에서 작업이 제거되거나 자신의 

작업 배정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작업을 제거한 경우에는 로

젝트 작업, 리 작업 는 기타 작업을 작업표에 추가하는 단계를 통해 

작업표에 작업을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해 구분선에 

입력했던 모든 시간은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작업표를 제출한 다음 작업

표에서 작업을 제거해야 할 경우 아직 최종 승인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

다면 작업표를 회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자가 작업표를 승

인한 경우에는 작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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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휴가  기타 휴무 시간 보고 

휴가를 떠날 때와 같이 휴무 시간을 보고할 시 을 알고 있을 경우 작업표에서 

이 시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의 내 작업에서 작업표 센터를 클릭합니다.

2. 작업표 이름 열에서 작업을 추가할 작업표를 클릭합니다.

수정할 작업표가 표시되지 않으면 도구 모음의 오른쪽에 있는 보기 선택 목록을 

사용하여 다른 기간의 작업표를 표시합니다. 

3. 작업표의 맨 에서 보고할 휴무 시간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보고할 수 있는 

휴무 시간의 종류는 조직에서 정의합니다. 기본 으로 병가, 휴가  리 시

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휴무 시간을 한 이 보이지 않으면 작업표에 이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참고 항목 구역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4. 작업표의 각 해당 날짜에 해 총 실제 시간을 입력합니다. 

5. 체 다시 계산을 클릭하여 총 시간을 표시합니다. 

6. 리자에게 해당 시간을 제출하지 않고 작업표를 장하려면 장을 클릭하

고, 리자에게 해당 시간을 제출하려면 장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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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M 

3.1 시작 

3.1.1 보기 인쇄 

사용하는 보기(페이지)에 따라 인쇄할 열과 기타 서식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1. 로젝트 센터, 자원 센터 는 상황 보고서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작

업 메뉴에서 표 인쇄를 클릭하고 나머지 단계를 따릅니다.

내 작업 는 내 작업표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인쇄를 클릭합니다. 다른 

서식 옵션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일을 가리키고 인쇄를 클릭하여 라

우 에서 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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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페이지에서 열의 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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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을 다시 정렬하려면 옵션에서 열 정렬을 클릭합니다. 

․열을 제외하려면 사용 가능한 열에서 열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제외한 열을 다시 포함하려면 제외된 열에서 해당 열을 선택하고 복원을 클릭

합니다. 

․열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이동할 열을 클릭하고 로나 아래로를 클릭합니다. 

4. 열 비, 맞춤,  바꿈 속성 등의 열 이아웃을 변경하려면 옵션에서 열 서

식 지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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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텍스트가  바꿈되지 않도록 하려면 열 표에서 열을 클릭하고 열에서 

 바꿈 사용 안 함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기본 비가 아닌 열 비를 지정하려면 열 표의 열을 클릭하고 기본 열 비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열 비 상자에 숫자를 입력하고 그 의 

상자에서 측정 단 를 클릭합니다. 

․열의 맞춤 방식을 지정하려면 열 정렧 목록에서 원하는 맞춤 방식을 클릭합니

다. 

참고 : 변경 내용을 보려면 표 서식 변경을 클릭합니다. 

5. 표 인쇄를 클릭하여 표를 인쇄합니다. 

6.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사용하여 구분선의 정보를 변경하려면 Excel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 구분선 데이터를 인쇄하여 Office Excel 2007로 내보내려면 Internet 

Explorer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Office Excel 2007로 내보낼 수 없으면 

정보를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 새 일을 장할 수 있는 로그램에 

붙여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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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로젝트 리 

3.2.1 로젝트 만들기 

다음 세 종류의 로젝트를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에서 직  만

들 수 있습니다. 

․Enterprise 로젝트 : Enterprise 로젝트는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에 체크 인하거나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에서 

체크 아웃할 수 있으며, 로젝트 정보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한 권한이 설정되어 있으면 조직 

체에서 해당 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운용 작업 로젝트 : 운용 작업 로젝트는 회사 행사를 조정하는 것과 같이 

보다 작은 로젝트를 추 하고 리할 수 있는 간단한 

로젝트입니다. 

․ 로젝트 제안서 : 로젝트 제안서는 로젝트에 한 의견이나 제안 내용으

로서, 조직의 승인을 거쳐 Enterprise 로젝트가 됩니다. 

실행할 작업 

- 새 Enterprise 로젝트 만들기 

- 운용 작업 로젝트 만들기 

- 로젝트 제안서 만들기 

새 Enterprise 로젝트 만들기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에서 로젝트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로젝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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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 2007가 열리고 새 로젝트가 표시됩니다. 

작업과 자원을 추가하고 일 메뉴의 장을 클릭하여 로젝트를 만듭니다. 

참고 : 장하기 에 작업  자원 필드의 값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젝트를 장하고 게시하면 Project Web Access의 로젝트 센터에 해

당 로젝트가 표시됩니다. 

운용 작업 로젝트 만들기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에서 제안  작업을 클릭합니

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작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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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정보 옵션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는 가져오기 구역에서 로젝트를 

만들 방법에 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4. 필요한 경우, Microsoft Windows SharePoint Services(버  3)에서 만든 로

젝트 작업 목록 등의 목록을 가져오려면 SharePoint 목록에서 가져오기를 클

릭합니다. 그런 다음 SharePoint 목록 선택을 클릭하여 가져올 목록을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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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SharePoint에서 로젝트 작업 목록을 가져올 경우 작업 목록, 만기 날짜 

필드  자원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이름  설명 구역에서 운용 작업 로젝트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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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획 소유자 구역에서 로젝트를 담당할 리자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선택합

니다. 

7. 로젝트 센터에 작업 로젝트로 표시되도록 로젝트를 게시하려면 게시를 

클릭합니다. 

로젝트를 게시하지 않고 장하려면 장을 클릭합니다. 다른  구성원은 

로젝트 센터에서 이 로젝트를 볼 수 없습니다. 

로젝트를 장하거나 게시하면 로젝트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로젝트에 작업을 추가하고, 작업  문서를 연결하고, 자원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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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추가하려면 새 작업을 클릭합니다.

․두 개의 작업을 연결하려면 두 작업을 선택하고 작업 연결을 클릭합니다.

․진행 상황 보고서와 같은 문서를 작업에 연결하려면 문서 연결을 클릭합니다. 

․한 작업을 다른 작업 아래에 들여써서 작업과 하  작업의 계를 나타내려면 

들여쓸 작업을 선택하고 오른쪽 들여쓰기 을 클릭합니다. 

․작업에 자원을 배정하려면 작업을 선택하고 자원 이름 필드에서 자원을 선택

합니다.  구성을 사용하여 자원 을 구성한 후에만 자원 이름 필드에 자원

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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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작업에 배정할 자원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원 계획을 클릭하고 다음 페

이지에서  구성을 클릭하여 운용 작업 로젝트에 미리 할당된 자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 이름 필드에서 자원을 보고 작업에 배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로젝트 센터에 운용 작업 로젝트로 표시되도록 로젝트를 게시하려면 게

시를 클릭합니다. 

  로젝트를 게시하지 않고 장하려면 장을 클릭합니다. 다른  구성원은 

로젝트 센터에서 이 로젝트를 볼 수 없습니다.

참고 : 운용 작업 로젝트를 Enterprise 로젝트 (Enterprise 로젝트: 정보 무

결성을 유지하기 해 Project Server에 장되는 로젝트입니다. 

Enterprise 로젝트를 변경하려면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Project 

Server에 체크 인하거나 체크 아웃해야 합니다.)로 업그 이드하려면 왼

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

되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에서 로젝트를 

클릭하고 운용 작업 로젝트를 선택한 후 업그 이드를 클릭합니다. 

로젝트 제안서 만들기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에서 제안  작업을 클릭합니

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제안을 클릭한 후 요약 정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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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름  설명 구역에서 로젝트 제앆서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시작 날짜

와 끝 날짜를 선택합니다. 

4. 계획 소유자 구역에서 로젝트를 담당할 리자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선택합

니다. 

5. 워크 로 상태 구역에서 워크 로 상태  작업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

릭합니다. 

참고 : 워크 로 구역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조직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제안 상황 페이지의 작업 상황에 있는 제목 필드에서 제안된 로젝트의 이름

을 클릭합니다. 

참고 : 다른 사용자가 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워크 로 정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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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자 추가 는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7. 다음 페이지에서 항목 편집을 클릭합니다. 

8. 다음 페이지의 설명 역에 설명을 입력하고 승인이나 거부를 클릭합니다. 

9. 닫기를 클릭하여 로젝트 세부 정보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10. 로젝트 센터에 로젝트 제안서로 표시되도록 로젝트 제안서를 게시하려

면 게시를 클릭합니다. 

   제안서를 게시하지 않고 장하려면 장을 클릭합니다. 다른  구성원은 

로젝트 센터에서 이 제안서를 볼 수 없습니다.

참고 : 승인 상태는 로젝트 센터에 표시됩니다. 왼쪽 창에서 로젝트  로

젝트 제안 유지를 클릭하고 테이블의 상태 필드에서 승인 상태를 확인합

니다. Project Server가 테이블에서 직  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는 경우 상태 필드에서 거부함이나 승인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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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로젝트 센터를 사용하여 로젝트 보기 

로젝트 센터에서는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에 게시된 로젝트에 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로젝트에 한 요약 정보를 보고 특정 로

젝트에 한 세부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로젝트 센터에서 로젝트를 보

려면 다음을 실행하십시오.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에서 로젝트를 클릭합니다.

   로젝트 센터 페이지에서 마스터 로젝트 (마스터 로젝트: 삽입 로젝트 

는 하  로젝트라고 하는 다른 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로젝트로서 

병합 로젝트라고도 합니다.)를 포함하여 조직 내의 게시된 모든 로젝트 

목록을 니다. 

2. 보기 목록에서 원하는 정보를 보여 주는 보기를 클릭합니다. 

Gantt 차트 보기의 차트 부분에는 각 로젝트가 요약 Gantt 막 로 표시됩니다. 

다른 필드는 사용자가 선택한 보기에 따라 보기의 시트 부분에 표시됩니다. 

참고 : 로젝트 목록을 필터링하거나 여러 로젝트를 그룹으로 구성하려면 보

기 옵션 을 클릭하고 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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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젝트 내의 작업을 보려면 로젝트 이름 열의 로젝트 이름을 클릭합니

다. 삽입된 모든 하  로젝트 (하  로젝트: 다른 로젝트에 삽입된 로

젝트입니다. 복잡한 로젝트를 리하기 쉽도록 여러 부분으로 나  것으로

서 삽입 로젝트라고도 합니다.)를 포함하여 로젝트 내의 모든 작업 목록

이 표시됩니다. 

4. 사용자 고유의 작업 역 내에서 로젝트에 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로젝

트를 선택하고 이동을 클릭한 후 로젝트 작업 환경을 클릭합니다. 로젝트

의 작업 역에서는 토론 게시 을 만들고, 련 일  문서 목록을 만들고, 

로젝트의 문서 라이 러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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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로젝트의 작업 역으로 이동하려면 로젝트가 처음 게시될 때 로젝

트 리자나 서버 리자 ( 리자: 사용자 계정을 설정  리하고, 권한

을 할당하고, 네트워크나 서버 액세스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Project 

Professional과 Project Server의 다양한 요소를 리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가 설정한 작업 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 로젝트 센터 페이지에는 로젝트 련 정보에 한 표시기가 표시됩니다. 

를 들어 로젝트에 문서나 문제 이 연결되어 있으면 문서 는 문제 표시

기가 표시됩니다. 

․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 2007에서 로젝트를 열려면 로젝트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권한 설정에 따라 로젝트의 사용자 정의 필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필드를 변경할 로젝트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필드 편집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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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로젝트에 한 정보(사용자 정의 필드) 변경 

로젝트 이름, 로젝트 담당자 등의 로젝트 련 정보와 조직에서 로젝트

를 설명하기 해 만든 사용자 정의 필드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로젝트 달력  비용 정보와 같은 일부 로젝트 정보는 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변경하려면 로젝트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여 Project Professional

을 연 후 로젝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일 메뉴의 장을 클릭합니

다.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에서 로젝트를 클릭합니다. 

2. 로젝트를 선택하고 로젝트 속성 편집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정보 아래에 새 로젝트 이름과 새 담당자를 입력합니다. 

4. 조직에서 로젝트에 한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로젝트 사

용자 정의 필드 아래에서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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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로젝트 보고서 보기 

다양한 보고서를 사용하여 한 로젝트 는 여러 로젝트의 로젝트 성과와 

자원 성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화형 보고서를 사용하면서 보고서를 구조

으로 나타내는 일부 필드를 변경하려는 경우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많은 양

의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교차표로 만드는 화형 테이블입니다. 행과 열을 회

하여 원본 데이터의 요약 내용을 다양하게 나타내거나, 데이터 필터 결과를 다른 

페이지에 나타내거나, 자세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기와 피벗 차트 (피

벗 차트: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화형 교차표 보고서인 피벗 테이블 보고

서의 데이터를 그린으로 나타냅니다. 포트폴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피벗 차트에 

표시할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보기 이외의 다양한 그래   테이블 형식을 사용하는 보고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보고서는 로젝트  자원 성과 측면에서 조직

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젝트  자원 성과 분석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의 보고에서 데이터 분석을 클

릭합니다. 

2. 보기 선택 상자에서 원하는 정보 종류가 표시되는 보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피벗 테이블 보기와 피벗 차트 보기의 종류는 서버 

리자 ( 리자: 사용자 계정을 설정  리하고, 권한을 할당하고, 네트

워크나 서버 액세스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Project Professional과 

Project Server의 다양한 요소를 리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가 

결정합니다. 

3. 피벗 테이블 보기와 피벗 차트 보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변경하려면 보기 옵션 

을 클릭합니다. 필드 목록 표시  도구 모음 표시 확인란을 선택하고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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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 필드를 피벗 테이블 는 피벗 차트 보기의 한 행  열 역으로 

끕니다. 

4. 피벗 테이블 는 피벗 차트 보기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동작 메

뉴에서 확장을 클릭하고, 략 인 정보를 표시하려면 축소를 클릭합니다. 

참고 : 피벗 테이블 는 피벗 차트 보기 수정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피

벗 테이블 도구 모음이나 피벗 차트 도구 모음에서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웹의 보고서나 문서에 복사할 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 는 피벗 차트 보

기의 이미지를 맊들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미지로 장 는 차

트를 GIF로 장을 클릭하고 이미지 일의 치를 지정합니다. 

Enterprise 보고서 보기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의 보고서에서 Enterprise 보고

서를 클릭합니다. 

2. 테이블에서 보려는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폴더를 확

장하면 개별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보고서 종류는 서버 리자 ( 리자: 사용자 계정을 

설정  리하고, 권한을 할당하고, 네트워크나 서버 액세스 문제를 해결

합니다. 한 Project Professional과 Project Server의 다양한 요소를 

리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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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원 사용 

3.3.1 로젝트에 자원 추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로젝트에 자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구성 :  구성 기능을 사용하여 로젝트의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

술이 있는 Enterprise 자원 (Enterprise 자원: 조직의 체 자원 목

록에 속한 자원입니다. Enterprise 자원은 여러 로젝트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원 계획 : 로젝트 기 단계에서 작업과 배정이 포함된 세부 인 로젝트 

계획을 비하기 에 자원 계획을 사용하여 로젝트에 필요한 

자원 필요량을 략 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원 계획은 자원 

리자와 부서 리자에게 앞으로 진행할 작업에 해 알려야 하

지만 로젝트 계획을 구성할 작업이나 자원을 구체 으로 알 수

는 없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참고 : 자원 계획은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를 통해서만 만들고 볼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 2007에서는 자원 계

획이 표시되지 않으며 자원 계획에 따라 Projec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

원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행할 작업 

-  구성을 사용하여 로젝트에 자원 추가 

- 로젝트 제안서용 자원 계획 만들기 

 구성을 사용하여 로젝트에 자원 추가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에서 로젝트를 클릭합니다. 

2. 을 구성할 로젝트의 행을 선택하고  구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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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자원 목록에는 사용자가 조직의 RBS (RBS: 

조직의 계층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RBS 코드는 조직에서 자원의 계층 구조

를 정의합니다.) 코드 내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원이 모두 표시됩니

다. 오른쪽 목록에는 로젝트에 이미 배정된 자원이 표시됩니다. 

4. 왼쪽에서 로젝트에 배정할 자원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배정할 자

원 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자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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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른쪽의 자원과 같은 기술이 있는 자원만 포함된 목록을 왼쪽에 만들려면 오

른쪽의 자원을 선택하고 일치를 클릭합니다.

  로젝트에 일반 자원 (일반 자원: 특정 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정하는 데 사

용되는 명목상 자원입니다.)이 있고 이 일반 자원을 바꿀 동일한 기술의 실제 

자원(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이 방법으로 자원을 찾으면 특히 편리합니다. 

6. 오른쪽의 자원을 왼쪽의 자원으로 바꾸려면 왼쪽 자원과 오른쪽 자원을 모두 

선택하고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다른 작업에 해 실제 작업 시간 값이 기록

된 자원은 이 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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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원을 로젝트에 확정된 자원 (확정된 자원: 로젝트의 작업 배정에 공식

으로 할당된 자원입니다. 기본 약 형식입니다.)으로 추가하려면 약 유형

에서 확정을 선택하고, 로젝트에 자원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없으

면 임시를 선택합니다.

참고 : 선택한 자원을 일정에 추가하기 에 해당 자원의 사용 가능한 시간을 보

여 주는 그래 를 보려면 왼쪽에서 자원을 선택하고 그래 를 클릭합니

다. 

8. 변경 내용 장을 클릭하여 로젝트에 새 자원을 추가합니다. 

 구성 페이지에서 특정 자원만 표시하기 한 필터를 맊들 수도 있습니다. 

1. 보기 옵션 을 클릭하고 필터를 클릭합니다. 

2. 필터 목록에서 용할 필터를 클릭합니다. 



- 137 -

3. 사용자 정의 필터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필터를 클릭합니다. 

4. 필드 이름 목록에서 필드 (필드: 시트, 폼, 차트 상의 한 치로서 작업, 자원, 

배정에 한 특정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를 들어, 시트에서 각 

열은 필드이며, 폼에서 필드는 명명된 상자 는 열 안의 한 치가 됩니다.)

를 선택하고 테스트 목록에서 조건을 선택합니다. 값 목록에서 테스트할 값을 

선택하거나 두 개의 값을 쉼표(,)로 구분하고 입력하여 값 범 를 설정합니다. 

5. 필터에 조건 행이 둘 이상 포함된 경우 그리고/ 는 열에서 연산자를 선택하

여 새 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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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원에 필터를 용하기 에 해당 필터가 올바른 결과를 반환하는지 테스트

하려면 필터 확인을 클릭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하여 자원 목록에 필터를 용합니다. 

참고 : 로젝트 리자가 조직의 모든 자원을 보거나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을 구성할 권한이 필요한 경우 서버 리자 ( 리자: 사용자 

계정을 설정  리하고, 권한을 할당하고, 네트워크나 서버 액세스 문제

를 해결합니다. 한 Project Professional과 Project Server의 다양한 요

소를 리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에게 문의하십시오. 

로젝트 제안서용 자원 계획 만들기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의 로젝트에서 제안  작업

을 클릭합니다. 

2. 자원 계획을 만들 로젝트를 선택하고 자원 계획을 클릭합니다. 

3. 보기 옵션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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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날짜 범  지정  단  상자에 자원 계획 테이블의 시갂 별 부분에 표시할 

날짜 범 와 시간 단 를 입력합니다. 

5. 작업 단  상자에서 자원 테이블의 값을 시간으로 나타낼지, 날짜로 나타낼지 

아니면 FTE(상근 상당 근무자 수)로 나타낼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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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oject Web Access에서 만들 수 있는 보고서에 요약 자원 배정이 표시되는 

방식을 결정하려면 다음에서 자원 사용률 계산 구역에서 다음  하나를 선택

합니다. 

․ 로젝트 계획 : 로젝트의 자원 계획이 아니라 로젝트 내의 모든 배정에서 

자원 사용 가능 시간을 계산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원 계획 : 자원 계획의 자원 정보를 사용하여 자원 사용 가능 시간을 계산하

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음 기간까지의 로젝트 계획 : 로젝트 내의 모든 배정에서 특정 날짜까지

의 자원 사용 가능 시간을 계산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원 계획의 자원 사용

률은 지정된 날짜 이후의 자원 사용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7. 자원 계획 테이블에 시간 별 (시간 별: 특정 시간 에 배분된 작업, 자원, 

배정 정보를 말합니다. 작업 배정 황 보기와 자원 배정 황 보기의 오른쪽

에 있는 필드에서 사용한 모든 기간에 한 시간 별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

니다.) 값 신 총 시간을 표시하려면 총 작업 시간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8. 한 페이지에 표시할 항목 수 상자에서 자원 계획 테이블에 표시할 최   수

를 입력합니다. 

9. 설정을 장하지 않고 자원 표에 용하려면 용을 클릭합니다. 

10. 로젝트 센터에서 해당 계획이 로젝트 제안서로 표시되도록 게시를 클릭

하여 계획을 게시합니다. 

   제안서를 게시하지 않고 장하려면 장을 클릭합니다. 다른  구성원은 

로젝트 센터에서 이 제안서를 볼 수 없습니다. 



- 141 -

3.3.2 자원 사용 가능 시간 보기 

그래 나 테이블에서 자원 사용 가능 시간 (사용 가능 시간: 자원이 배정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와 작업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은 로젝트 

달력과 자원 달력, 자원의 시작 날짜와 완료 날짜 는 자원이 작업할 수 있는 

수 에 의해 결정됩니다.)을 보고 한 로젝트 는 여러 로젝트에서 과 할

당 ( 과 할당: 자원이 지정된 작업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작업

을 배정한 경우입니다.) 는 불충분 할당 (불충분 할당: 자원이 작업할 수 있는 

것보다 은 시간을 배정한 것입니다.)된 자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작업 자원 (작업 자원: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나 장비 등의 자원

을 말합니다. 작업 자원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일정 시간(시간 는 일 

단 )이 소요됩니다.)의 사용 가능 시간만 볼 수 있고 비용 자원 (비용 자

원: 항공 요  는 숙박 요 과 같이 작업의 양 는 기간에 향을 받

지 않는 자원입니다.)이나 재료 자원 (재료 자원: 로젝트의 작업을 완료

하는 데 사용되는 공 품이나 기타 소비재를 말합니다.)의 사용 가능 시

간은 볼 수 없습니다.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에서 자원을 클릭합니다. 

2. 자원 종류 목록을 표시하려면 보기 상자에서 다음  보려는 자원 종류를 선

택합니다. 

․모든 자원 

․비용 자원 

․작업 자원 

․재료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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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자원

3. 사용 가능 시간 정보를 볼 자원을 선택합니다. 

   인 한 여러 자원을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른 상태에서 보려는 첫 번째 자

원과 마지막 자원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인 하지 않은 여러 자원을 선택하려

면 Ctrl 키를 른 상태에서 원하는 자원 이름을 각각 클릭합니다. 

4. 이동을 클릭하고 사용 가능한 시간 보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자원에게 작업이 배정된 모든 로젝트에서 자원의 사용 가능 시간이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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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종류의 자원만 표시하려면 사용 가능한 자원 페이지의 보기 상자에서 필

터링할 자원 보기를 선택합니다. 

․자원별 배정 작업 시간 배정 작업 시간을 먼  자원별로 그룹화한 후 해당 자

원이 나타나는 로젝트별로 그룹화하여 표시하려면 이 보기를 사용합니다. 

․ 로젝트별 배정 작업 시간 배정 작업 시간을 자원이 나타나는 로젝트별로 

그룹화하여 표시하려면 이 보기를 사용합니다. 

․남은 사용 가능 시간 특정 기간 동안 자원을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표시하려면 이 보기를 사용합니다. 

․작업 시간 자원에 배정된 작업 시간을 표시하려면 이 보기를 사용합니다. 

6. 차트와 테이블에 표시되는 날짜 범 나 단 를 변경하려면 보기 옵션 을 클릭

하고 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7. 이  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자원을 선택한 경우 차트의 범례를 사용하여 그래

에 표시할 자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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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자원 배정 보기 

1. 빠른 실행에서 자원을 클릭합니다. 

2. 구분선에서 배정 정보를 볼 자원의 이름 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여 자원을 

선택하고 배정 보기를 클릭합니다. 

   각 로젝트의 각 작업에 한 자원 배정 정보가 구분선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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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자원 정보 변경

자원을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로 가져온 경우 조직에서의 변경 사항이

나 자원 상태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해당 자원에 한 정보를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원의 자 메일 주소, 재 상태, 약 유형, 사용 가능한 시간, 원가 

심 과 같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작업 일정과 같은 일부 자원 정보는 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변경하려면 자원을 선

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Project Professional이 열리고 자원 시트가 표

시되면 필요한 자원 정보를 변경하고 일 메뉴의 장을 클릭합니다.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에서 자원을 클릭합니다.

2. 보기 상자에 자원 목록을 표시하려면 다음 자원 종류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자원 : 조직의 모든 Enterprise 자원을 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비용 자원 : 항공 운임, 숙박 요 과 같이 작업량이나 작업 기간에 계없는 

자원을 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작업 자원 :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과 장비를 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재료 자원 : 콘크리트, 목재, 못과 같은 소모품이나 공 품을 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별 자원 : 별로 자원 황을 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에서 정보를 변경할 자원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 편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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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인 한 여러 자원을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른 상태에서 첫 번째 자원

과 마지막 자원을 클릭합니다. 인 하지 않은 여러 자원을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른 상태에서 원하는 자원을 각각 클릭합니다. 각 자원에 한 

정보를 차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 이름 : 자원의 실제 이름, 자메일 주소  RBS (RBS: 조직의 계층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RBS 코드는 조직에서 자원의 계층 구조를 

정의합니다.)(자원 구조) 값이 포함됩니다. 작업에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로젝트 자원으로 배정할 수 있음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자원 종류 : 자원 종류를 변경하려면 종류 목록에서 작업 자원 (작업 자원: 작

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나 장비 등의 자원을 말합니다. 작업 

자원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일정 시간(시간 는 일 단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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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됩니다.), 비용 자원 는 재료 자원 (재료 자원: 로젝트의 작

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되는 공 품이나 기타 소비재를 말합니다.)

을 선택합니다. 산 확인란이나 일반 확인란을 선택하여 자원이 

산 자원인지 아니면 읷반 자원 (일반 자원: 특정 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명목상 자원입니다.)인지 여부를 선

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약 유형 상자를 선택하여 로젝트에서 작업할 자원이 확

정된 자원 (확정된 자원: 로젝트의 작업 배정에 공식 으로 할당

된 자원입니다. 기본 약 형식입니다.)인지 임시 자원 (임시 자원: 

아직 허가되지 않은 작업 배정에 해 자원 할당이 보류 인 자

원입니다. 이 자원 배정을 사용해도 다른 로젝트의 작업에 해당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 화 : 이 자원을 평 화 (평 화: 자원 충돌이나 과 할당 문제가 발생했

을 때 특정 작업을 연기하거나 나 어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

이 평 화되면 선택된 배정이 배분되고 일정이 다시 조정됩니다.) 과

정에서 제외하려면 평 화 가능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작업표 리자  기본 배정 소유자 : 자원이 자원에 한 작업표 리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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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작업표 리자 상자에서 리자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검색합니다. 

     배정 소유자를 지정하려면 기본 배정 소유자 상자에서 배정 소유자의 이름

을 입력하거나 검색합니다. 일반 으로 배정 소유자는 작업에 처음부터 배

정된 작업 자원입니다. 

․  정보 자원이  구성원이면  구성원 상자를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이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 가장 빠른 시작 날짜 상자와 가장 늦은 끝 날짜 상자의 자

원 사용 가능 시간을 변경하려면 날짜 선택 을 클릭하고 달력에서 원하는 날

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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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그룹 코드 조직에서 그룹화  비용 계산을 해 코드를 만든 경우 

그룹, 코드  비용센터 상자에서 해당 코드를 선택합니다. 

․하이퍼링크 이 자원이  웹 사이트를 유지 리하는 경우 하이퍼링크 이름 

상자와 하이퍼링크 URL 상자에 하이퍼링크 상과 URL (URL: Uniform 

Resource Locator를 의미하며 인터넷상에서 일 는 뉴스 그룹 등의 개체에 

해 이름과 치를 지정하는 표 입니다. URL은 웹에서 리 사용되며 

HTML 문서에서 하이퍼링크의 상 치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소를 

각각 입력합니다.

4. 조직에서 자원에 한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원 사용자 정의 

필드 아래에서 각 자원에 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장을 클릭합니다. 여러 개의 자원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자원의 정보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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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여러 자원을 선택하고 동작 메뉴에서 량 편집을 클릭하면 여러 자원에 

해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자원과 련된 

정보는 일 으로 편집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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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다른 자원에 작업 배정

재 다른  구성원에게 배정되어야 하는 작업 (작업: 시작과 끝이 있는 일로서 

로젝트 계획은 작업으로 구성됩니다.)이 사용자에게 배정 (배정: 특정 작업에 

특정 자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되어 있는 경우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에서 해당 작업을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재배정은 로젝트 

리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성원의 작업표 (작업표: Project Web 

Access에서 자원이 작업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로젝트 리자에게 업데이트 

사항을 보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작업 상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조직의 설정에 따라 Office Project Web Access에서 로젝트의 작업을 

다시 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다시 배정해야 하는데 내 작업 

페이지에 이를 한 옵션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젝트 리자에

게 문의해야 한다.

1. 빠른 실행의 내 작업에서 내 작업을 클릭합니다.

2. 다시 배정할 작업을 가리킨 다음 나타나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작업 다시 배정

을 클릭합니다.

참고 : 여러 작업을 다시 배정하려면 다시 배정할 각 작업 의 확인란을 선택하

고 작업 다시 배정을 클릭합니다.

3. 새 자원 선택 구분선의 다시 배정할 상 열에서 자원 선택을 클릭하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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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원을 선택합니다. 이 목록에는 로젝트에 재 할당된 자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참고 :  리더는 작업을 같이 공유하는 자원  체에 작업을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아닌 경우에는 한 자원에만 작업을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아닌 사용자가 여러 자원에 작업을 다시 배정해

야 하는 경우에는 로젝트 리자에게 문의해야한다. 

4. 시작 날짜 상자에 다시 배정할 작업의 시작 날짜를 입력하거나 달력을 사용하

여 시작 날짜를 선택합니다. 

5. 로젝트 리자에게 제출할 재배정에 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상자에 이 정

보를 입력합니다. 

6. 제출을 클릭하여 작업 상황에 재배정을 추가합니다. 

7. 작업 센터 페이지에서 다시 배정할 작업의 왼쪽 열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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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 선택을 클릭하여 로젝트 리자에게 재배정을 제출합니다. 재배정은 

로젝트 리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성원의 작업표  작업 상

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작업이 다른 자원에 완 히 다시 배정되고 해당 재배정이 승인되면 해당 

작업의 남은 작업 시간이 모두 새 자원에 배정됩니다. 다시 배정하기 

에 해당 작업의 실제 작업 시간이 보고된 경우 원래 자원은 여 히 해당 

작업에 배정된 상태로 있으며 이때 원래 자원의 끝 날짜는 새 자원의 배

정 시작 날짜에 해당합니다. 실제 작업 시간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 자원에 체 작업이 다시 배정되고 원래 자원 배정은 제거됩니다. 

3.3.6 작업 임의 변경 사항 

Microsoft Office Project 2003에서는 자원이 다른 자원에게 작업을 임할 수 있

었고 임한 후에도 계속해서 작업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2007을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와 함께 사

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이 다른 자원에게 작업을 다시 배정할 수는 있지만 다시 

배정한 후에는 더 이상 작업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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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로젝트 작업 역 사이트 

3.4.1 로젝트 문제 과 험 만들기, 보기  연결 

모든 로젝트에는 문제 과 험 요소가 있습니다. 험은 발생할 경우 로젝

트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입니다. 반면 문제 은 이미 발

생한 사건입니다. 험이 효과 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 이 될 수 있습니다. 

로젝트의 문제 과 험을 극 으로 악하고 분석하여 처리하면 로젝트

를 성공 으로 마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행할 작업 

- 문제  만들기 

- 로젝트 험 만들기 

- 다른 문제 , 험, 문서 라이 러리 는 작업에 문제  는 험 연

결 

- 문제  는 험 보기 

문제  만들기 

1. 빠른 실행에서 로젝트 센터를 클릭합니다. 

2. 문제 을 만들 로젝트를 선택하고 이동을 클릭한 다음 문제 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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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새 항목을 클릭합니다. 

   문제 을 수정하려면 문제 을 가리킨 다음 나타나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드

롭다운 목록을 표시하고 항목 편집을 클릭합니다. 

4. 제목 구역에 문제 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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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자 구역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조직 내에서 인증에 사용되는 구성

원 공 자 서비스를 사용하여 문제 을 리할 수 있는 사용자를 찾습니다.

참고 :사용자 이름을 직  입력하려면 이름 확인을 클릭한 다음 해당 사용자가 

조직에서 사용하는 구성원 공 자 서비스의 구성원인지 확인합니다. 

6. 배정 상 구역에서 해당 문제 을 해결할 사람을 입력하거나 검색합니다. 

7. 상태 구역에서 문제 의 상태를 클릭합니다. 

8. 종류 구역에서 유사한 문제 을 그룹화 할 종류 번호를 클릭합니다. 

9. 우선순  구역의 목록에서 우선 순 를 클릭하여 이 문제 을 로젝트의 다

른 문제 과 비교했을 때의 상  요도를 지정합니다. 

10. 기한 구역에 해당 문제 을 해결해야 하는 기한 날짜  시간을 입력합니다. 

11. 토론 구역에 문제 에 한 설명과 문제 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련된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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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결 구역에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입력합니다. 

13. 확인을 클릭하여 문제 을 장하고 문제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로젝트와 연결된 문제  목록에 해당 문제 이 추가됩니다. 

    문제  페이지에서 추가 문제 을 만들거나, 창을 닫고 로젝트 센터로 돌

아갈 수 있습니다. 

로젝트 험 만들기 

1. 빠른 실행에서 로젝트 센터를 클릭합니다. 

2. 험을 만들 로젝트를 선택하고 이동을 클릭한 다음 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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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험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새 항목을 클릭합니다. 

  험을 수정하려면 험을 가리킨 다음 나타나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하고 항목 편집을 클릭합니다. 

4. 제목 구역에 험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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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자 구역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조직 내에서 인증에 사용되는 구성

원 공 자 서비스를 사용하여 험을 리할 수 있는 사용자를 찾습니다.

참고 : 사용자 이름을 직  입력하려면 이름 확인을 클릭한 다음 해당 사용자가 

조직에서 사용하는 구성원 공 자 서비스의 구성원인지 확인합니다. 

6. 배정 상 구역에서 해당 험을 완화하거나 리할 사람을 입력하거나 검색

합니다. 

7. 상태 구역에서 험의 상태를 클릭합니다. 

8. 종류 구역에서 유사한 험을 그룹화 하는데 유용한 종류 번호를 클릭합니다. 

9. 기한 구역에 해당 험을 해결해야 하는 기한 날짜  시간을 입력합니다. 

10. 발생 가능성 구역에 해당 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백분율 

값을 입력합니다. 

11. 향 구역에 향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1에서 10 사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10이 가장 높은 심각도를 나타냅니다. 심각도를 지정하면 를 들어 나 에 

심각도가 5보다 큰 향을 미치는 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2. 비용 구역에 험의 재정  향을 나타내는 값을 입력합니다. 통화 기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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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명 구역에 험에 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4. 완화 계획 구역에 로젝트 리자가 험 발생 가능성, 험 향 는 둘 

모두를 이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계획에 한 설명을 입력합니

다. 

15. 응 계획 구역에 험이 발생할 경우 잠재 읶 향을 이는 데 유용한 

체 계획에 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6. 트리거 설명 구역에 해당 험 상황을 발생시키는 조건에 한 설명을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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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확인을 클릭하여 험을 장하고 험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로젝

트와 연결된 험 목록에 해당 험이 추가됩니다. 

다른 문제 , 험, 문서 라이 러리 는 작업에 문제  는 험 연결 

1. 빠른 실행에서 로젝트 센터를 클릭합니다. 

2. 문제 이나 험을 연결할 로젝트를 선택하고 이동을 클릭한 다음 험 

는 문제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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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는 험 페이지에서 기존 문제 이나 험을 가리킨 다음 나타나는 

화살표 를 클릭하여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하고 항목 편집을 클릭합니다.

4. 항목 연결을 클릭합니다. 

5. 화 상자의 맨 에 있는 첫 번째 목록에서 연결할 문서 라이 러리, 문제 , 

험 는 작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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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번째 목록에서 한 항목을 클릭합니다.

  화 상자에 화 상자 쪽에 있는 두 개의 목록에서 선택한 문제 , 험, 

문서 라이 러리 는 작업이 표시됩니다. 

7. 문제 이나 험 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연결할 문제 이나 험을 선택합니

다. 문제 이나 험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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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제  는 험 페이지에는 연결 구역에 있는 연결된 항목이 표시됩니다. 

참고 : 문제 이나 험을 삭제한 후 휴지통에서 해당 문제 이나 험을 복원할 

경우 다른 문제 , 험, 작업 는 문서 라이 러리와의 연결은 복원되

지 않습니다.

문제  는 험 보기 

사용자에게 배정된 문제   험을 보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1. 빠른 실행의 내 작업에서 문제 / 험 센터를 클릭합니다. 

  사용자에게 배정된 문제 이나 험이 포함된 모든 로젝트가 내 로젝트의 

문제   험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미해결되었거나 연기되었거나 해결된 문

제   험의 수는 미해결, 연기됨  해결 열에 표시됩니다. 

2. 문제  는 험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로젝트의 이름을 클릭합니

다. 

로젝트와 련된 문제 이나 험을 모두 보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1. 빠른 실행에서 로젝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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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이나 험을 보려는 로젝트를 선택하고 이동을 클릭한 다음 문제  

는 험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열리고 로젝트와 련된 기존 문제 이나 

험이 표시됩니다. 

3. 문제  는 험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문제 이나 험의 이름을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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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간 는 상태 승인

3.5.1 리 시간 승인 는 거부 

조직에서 리 시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라면 자신이 

리하는 자원이 제출한 리 시간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리 시간을 승인한 후에만 자원의 사용 가능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를 들어 한 자원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자원의 사용 가능한 

시간이 변경되기 에 해당 휴가의 리 시간을 승인해야 합니다.

실행할 작업 

- 리 시간 승인 

- 리 시간 거부 

리 시간 승인

자원이 리 시간 요청을 제출하면 해당 자원의 작업표에 리 시간이 추가되며 

리 시간에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리 시간 요청이 승인

될 때까지 작업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빠른 실행에 있는 승인에서 리 시간을 클릭합니다. 

2. 승인할 각 리 시간 요청 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수락을 클릭합니

다. 

  리 시간 요청이 승인되면 자원의 작업표에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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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리 시간은 자원이 계획 로 시간을 추가하면 승

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 시간 거부 

자원이 리 시간 요청을 제출하면 해당 자원의 작업표에 리 시간이 추가되며 

리 시간에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 시간 요청이 거부되면 작

업표에서 해당 행을 삭제하라는 메시지나 작업표를 제출하기 에 승인을 받으

라는 메시지가 자원에게 표시됩니다. 

1. 빠른 실행에 있는 승인에서 리 시간을 클릭합니다. 

2. 거부할 각 리 시간 요청 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거부를 클릭합니

다. 

  리 시간 요청이 거부되면 자원의 작업표에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자원은 

리 시간 요청을 수정한 다음 다시 장하여 승인을 받기 해 다시 제출하거

나 거부를 수락하고 작업표에서 해당 행을 삭제한 다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5.2 수락 는 승읶할 작업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문제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에서 내가 수락하거나 승인해야 하는 작업

표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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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승인 체인에 있는 자원이나 다른 구성원이 사용자를 체인의 다음 담당자로 지정

한 경우에만 사용자의 작업표 목록에 작업표가 나타납니다. 

해결 방안 

제출되지 않은 작업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되지 않은 작업표가 있으면 해

당 작업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1. 왼쪽 창 (왼쪽 창: Project  Project Web Access 인터페이스 왼쪽에 표시되

는 창입니다. Project의 왼쪽 창에는 로젝트 가이드 정보가 있고 Project 

Web Access의 왼쪽 창에는 링크가 있습니다.)의 승인에서 작업표를 클릭합니

다. 

2. 보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작업표를 제출하지 않은 내 자원을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작업표를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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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태 보고 

3.6.1 상황 보고서 사용 

의 상황 보고서 설정 

상황 보고서는 조직과 련된 주제에 해  구성원이 기록한 설명 형식의 보

고서입니다. 의 새 상황 보고서 (상황 보고서: 구성원의 로젝트 작업  

련 작업에 한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상황 보고서는 Project Server에서 요

청, 작성  검토하며 Project의 로젝트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사

용할 수는 없습니다.)를 설정할 때는 보고서에 포함할 구역, 기록할 사람  제출 

간격을 정의합니다.  구성원은 상황 보고서 페이지에서 이 상황 보고서를 사용

하여 련 상황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실행에 있는 자원에서 상황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새 요청을 클릭합니다. 

3. 상황 보고서 요청 페이지에서 의 상황 보고서에 표시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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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목 

  참고 : 구성원은 여러 개의 상황 보고서 요청을 볼 수 있으므로 상황 보고서 

이름에 부서나 로젝트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를 기록하고 제출할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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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기록할  자원의 이름 

․  구성원이 보고하기를 원하는 항목(구역) 

 구성원의 새 상황 보고서 요청은 상황 보고서 페이지의 앞으로 작성할 상황 

보고서 구역에 표시됩니다. Project Web Access에서는 사용자가 보고서를 설정

할 때 지정한 시작 날짜에 첫 번째 상황 보고서 요청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이후에는 각 보고 기간의 첫 번째 날짜에 상황 보고서 요청이 생성됩니다.

참고 : 이 에 설정한 상황 보고서를 편집하려면 페이지의 맨 에 있는 상황 보

고서 테이블의 상황 보고서 이름을 클릭합니다. 상황 보고서에 한  

구성원의 응답을 보려면 응답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황 보고서 제출 

상황 보고서는 조직과 련된 주제에 한 설명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일반 으

로는 리자가 만든 상황 보고서를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언제든지 요청되지 않

은 상황 보고서를 사용자가 직  만들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상황 보고서 제출 

1. 빠른 실행에 있는 자원에서 상황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2. 앞으로 작성할 상황 보고서에서 보고 날짜 필드의 날짜에 해당하는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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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클릭합니다. 

참고 : 앞으로 작성할 상황 보고서가 있으면 이 상황 보고서는 홈 페이지에도 표

시됩니다. 홈 페이지에서 상황 보고서를 기록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할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른 구역을 추가하려면 섹션을 추가하려면 클릭

하십시오.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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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 상황 보고서를 리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장하려면 장을 클릭합니다. 

나 에 비가 되면 보고서에 텍스트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되지 않은 상황 보고서 제출 

1. 빠른 실행에 있는 자원에서 상황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2. 앞으로 작성할 상황 보고서에서 요청하지 않은 보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3. 상황 보고서 제출 페이지에서 상황 보고서에 표시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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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목

참고 : 리자는 여러 개의 상황 보고서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 보

고서 이름에 부서나 로젝트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보고서를 검토해야 할 리자의 이름. 필요한 경우 리자 이름을 하나 

이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황 정보와 련된 기간

․보고서의 구역. 섹션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를 클릭하여 보고서에 구역을 

추가합니다. 

4.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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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상황 보고서를 리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장하려면 장을 클릭합니

다. 나 에 비가 되면 보고서에 텍스트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

다. 구성원이 기록한 상황 보고서의 목록을 보려면 이동을 클릭하고 상

황 보고서: 기타를 클릭합니다. 로젝트의 리자만 로젝트  구성원

의 상황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상황 보

고서를 볼 수 없습니다. 요청되지 않은 상황 보고서는 되풀이되지 않으

며 요청된 상황 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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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 

4.1 상태 보고

 4.1.1 작업 센터 사용 

내 작업 상태 보고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에서 작업 상태는 시간이나 백분율 같은 

수치나 서술 인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작업 상태를 수치

로 입력하는 방법에 해 설명합니다. 서술 인 설명으로 작업 상태를 달하려

면 상황 보고서 제출을 참고하십시오.

실행할 작업 

- 작업 상태 제출 

- 작업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 상태 업데이트 

- 내 작업 상태에 한 메모 추가 

- 내 작업 상태에서 작업 제거 

작업 상태 제출 

작업 상태는 작업표와 별도로 제출됩니다. 작업 상태는 로젝트 리자에게 보

내서 사용자의 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작업표는 작업표 승인자에게 보내서 

사용자가 재 보고 기간 동안 작업한 다양한 항목에 한 작업 시간을 보고합

니다. 

1. 빠른 실행에서 내 작업을 클릭합니다. 

  조직 내 설정에 따라 상  로젝트 아래에 나열되는 개별 작업 조합이 표시

되거나 세부 인 작업 없이 개별 로젝트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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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열에 각 작업이나 로젝트의 상태를 입력합니다. 조직  로젝트 

리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법  하나로 작업 진행 상황을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작업한 시간[ : 5d  1d(20%)] : 업데이트 인 작업의 진행 열을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구분선에서 마지막으로 상태를 제출한 이후 이 로젝트

나 작업에 해 일한 하루 작업 시간을 입력합니다. 필요할 경우 과 작업 시

간 데이터도 포함합니다. 구분선 밖을 클릭하여 해당 데이터로 진행 열을 업데

이트합니다. 

․수행한 실제 작업 시간  남은 작업 시간[ : 5d] : 지 까지 이 작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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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총 시간을 입력합니다. 숫자를 입력한 다음 시간인 경우 h, 일인 경우 d, 

주인 경우 w, 월인 경우 mo를 입력합니다. 

․작업 완료율[ : 20%] :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지 직  단하여 백분율

로 입력합니다. 

참고 : 다시 계산을 클릭하여 입력한 실제 작업 시간 데이터가 반 되었는지 확

인합니다. 

3. 상태 리자에게 작업 상태에 한 설명을 보내려면 설명 보내기 확인란을 클

릭합니다. 

4. 제출할 각 작업의 왼쪽 열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제출 선택을 클릭합

니다. 

  상태 리자를 해 설명을 포함하기로 선택한 경우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의 

상자에 작업 상태에 한 설명을 입력한 다음 확읶을 클릭합니다. 작업 상태가 

제출됩니다. 

참고 : 작업의 남은 작업 시간 값을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작업 이름 열에서 작

업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배정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완료하기까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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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상하여 남은 작업 시간 상자를 업데이트합니다. 

  상태 리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작업 상태를 장하려면 제출 선택 신 모두 

장을 클릭합니다. 이 게 하면 변경 내용이 장되지만 리자나  구성원

에게 표시되는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시작 날짜와 완료 날짜 필드에서 사용되는 날짜 형식을 변경하여 시간을 포함

하거나 긴 날짜 형식 는 간단한 날짜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편집한 다음 웹 트를 수정하여 Project Web Access 부분의 날짜 형식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웹 트 수정에 한 자세한 정보는 Microsoft Windows 

SharePoint Services 도움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작업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 상태 업데이트 

작업표에 이미 시간을 입력하기 시작한 경우 장된 작업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업 상태를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이 옵션은 가져온 작업표에 포함된 날에 이미 입력된 모든 작업 상태를 

덮어 니다. 

1. 빠른 실행에서 내 작업을 클릭합니다. 

2. 작업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3. 작업표 가져오기 페이지의 작업표 목록에서 가져올 작업표를 선택합니다. 



- 180 -

작업표 데이터가 미리 보기 섹션에 나타납니다. 

4.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선택한 작업표의 데이터를 작업 센터 페이지의 진행 열

로 가져옵니다. 

5. 필요한 경우 작업 센터 페이지의 상태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 제출 선택을 클

릭하여 상태 리자에게 작업 상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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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업 상태에 한 메모 추가 

작업 센터 페이지에서 작업에 입력한 숫자 상태 데이터에 한 설명이 있을 경

우 로젝트 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작업에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

정 작업에 추가된 메모는 작업 상태를 제출할 때 입력하는 설명과는 구분되며, 

상황 보고서 페이지에서 입력하는 서술 인 상태와도 다릅니다. 

1. 빠른 실행에서 내 작업을 클릭합니다. 

2. 메모를 추가할 작업을 가리키고 나타나는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메모 추가/편

집을 클릭합니다. 

  새 메모를 입력하기 한 상자  해당 작업에 한 기존 메모 목록이 있는 

Project Web Access 배정 메모 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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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쪽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모두 장을 클릭하여 메모를 장합니다. 

참고 : 메모를 추가한 후에는 작업 상태를 장하여 메모를 장해야 합니다. 작

업 상태를 장하기 에 라우  창을 닫거나 작업 센터에서 다른 곳

으로 이동하면 메모가 손실됩니다. Project Web Access 배정 메모 화 

상자에 추가된 메모는 로젝트의 다른 자원이 볼 수 없으며 상태 리

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작업 상태에서 작업 제거 

작업 상태에서 작업을 제거하기 해 요청할 경우 작업이 제거되기 에 상태 

리자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참고 작업 상태에서 작업을 제거하더라도 작업

표나 로젝트에서 작업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1. 빠른 실행에서 내 작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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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상태에서 제거할 작업 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삭제를 클릭합니다. 

4. 작업 소유자에게 삭제 요청을 보낸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

다. 

작업 센터 페이지에서 제거할 작업이 취소선이 그어진 텍스트로 나타납니다. 

5. 작업 센터 페이지에서 제출 선택을 클릭하여 삭제 요청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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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리자가 삭제 요청을 승인하면 작업 센터 페이지에서 삭제된 작업 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6. 삭제 요청이 승인되면 작업 센터 페이지에서 해당 작업 의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7. 삭제를 클릭하여 작업 상태에서 해당 작업을 제거합니다. 

다른 자원에 작업 배정 

재 다른  구성원에게 배정되어야 하는 작업 (작업: 시작과 끝이 있는 일로서 

로젝트 계획은 작업으로 구성됩니다.)이 사용자에게 배정 (배정: 특정 작업에 

특정 자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되어 있는 경우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에서 해당 작업을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재배정은 로젝트 

리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성원의 작업표 (작업표: Project Web 

Access에서 자원이 작업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로젝트 리자에게 업데이트 

사항을 보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작업 상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조직의 설정에 따라 Office Project Web Access에서 로젝트의 작업을 

다시 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다시 배정해야 하는데 내 작업 

페이지에 이를 한 옵션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젝트 리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1. 빠른 실행에서 내 작업을 클릭합니다. 

2. 다시 배정할 작업을 가리킨 다음 나타나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작업 다시 배정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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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여러 작업을 다시 배정하려면 다시 배정할 각 작업 의 확인란을 선택하

고 작업 다시 배정을 클릭합니다. 

3. 새 자원 선택 구분선의 다시 배정할 상 열에서 자원 선택을 클릭하고 목록

에서 자원을 선택합니다. 이 목록에는 로젝트에 재 할당된 자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참고 :  리더는 작업을 같이 공유하는 자원  체에 작업을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아닌 경우에는 한 자원에만 작업을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아닌 사용자가 여러 자원에 작업을 다시 배정해

야 하는 경우에는 로젝트 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 시작 날짜 상자에 다시 배정할 작업의 시작 날짜를 입력하거나 달력을 사용하

여 시작 날짜를 선택합니다. 

5. 로젝트 리자에게 제출할 재배정에 한 의견이 있으면 설명 상자에 이 정

보를 입력합니다. 

6. 제출을 클릭하여 작업 상황에 재배정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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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 센터 페이지에서 다시 배정할 작업의 왼쪽 열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8. 제출 선택을 클릭하여 로젝트 리자에게 재배정을 제출합니다. 재배정은 

로젝트 리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성원의 작업표  작업 상

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작업이 다른 자원에 완 히 다시 배정되고 해당 재배정이 승인되면 해당 

작업의 남은 작업 시간이 모두 새 자원에 배정됩니다. 다시 배정하기 

에 해당 작업의 실제 작업 시간이 보고된 경우 원래 자원은 여 히 해당 

작업에 배정된 상태로 있으며 이때 원래 자원의 끝 날짜는 새 자원의 배

정 시작 날짜에 해당합니다. 실제 작업 시간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 자원에 체 작업이 다시 배정되고 원래 자원 배정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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