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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ollaboration??  

Process  
Automation?? 

Project  
Management?? 

“협업 프로젝트 통합 관리 솔루션” 

ITSCOPE  Basic은 언제 어디서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프로젝트 협업관리 솔루션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협업 기능을 제공하며 반복적이며 

낭비적인 수작업 업무를 표준에 맞게 자동화하여 생산성 및 평균적인 

프로젝트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의 프로세스 및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젝트 진척 상황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정확하고 바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프로젝

트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지원 및 Communication 기능 제공합니다. 

 

또한 ITSCOPE 제품 군과의 유기 적인 연계를 통한 이기간 환경에서의 

업무 협업을 지원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ITSCOPE BASIC is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 “손에 잡히는 프로젝트”, “소통하는 프로젝트”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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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주요 실패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실패요인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에 맞

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요건을 갖추고 실행해야 합니다. 

 

1 Excessive Project Scope(Schedule, Cost, Process, Org., User) 

2 Insufficient project management skill and experience of project manager 

3 
Misleading project purpose and direction by insufficient understanding on 
project  

4 Inadequate risk management  

5 
Project mission changes according to change of customer business 
circumstance, organization 

6 Inadequate project planning caused by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project 

7 Inadequate set up role & responsibility of project stakeholders 

8 Not securing sponsorship from decision makers 

9 Insufficient business process supporting to realize cooperation values 

10 Incorrect user requirement definition by lack of knowledge on project domain 

[프로젝트 실패 요인 TOP 10] [프로젝트 성공 요건] 

1. 고객 요구사항에 기반한 명확한 프로젝트 범위 정의  

2. 프로젝트 관리 역량 및 프로젝트 관리자의 관리 지식 

3. 체계적인 프로젝트 계획수립 

4. 리스크에 대한 영향 분석 및 해결 

5. 조직 차원의 프로젝트 가시성 향상 

6. 체계화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7. 일정, 비용, 공수, 품질에 대한 통제 

프로젝트 성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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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Project 

My Portal 

Library Dashboard 

Business System 

솔루션링크의 ITSCOPE Basic는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 그룹의 축적된 프로세스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으로 조직의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협업을 위한 Compact 솔루션 입니다. 

프로젝트의 계획, 실행,  

통제, 종료의 단계별 관리 

ITSCOPE Basic는  반복적이며 낭비적인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프로젝트 의 진척상황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므로,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프로젝트 및 조직에  

가시성 제공 

프로젝트 예산과 비용 및 

 품질 관리 

일원화된 업무처리 채널 

(To-do 리스트)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  

자산 관리 

간편한 설정과 상세한  

코드체계 설정 

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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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자산에 기반한 업무처리의 간편성과 명확성 

Dashboard를 통한 프로젝트 Task 정보 및  

프로젝트 현황 정보 제공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의 신속한 

도입 및 활용 

Framework 기반의 Application 안정성 

비전문가를 위한 Learning Curve 최소화 

제품 특장점 

ITSCOPE Basic는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관리활동을 지원하며, 사용상의 복잡성 감소 

및 간편한 도입으로 인해 PMS 도입과 활용을 위한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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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를 위한 Learning Curve 최소화 

ITSCOPE 100%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시 필요한 각종 표준 산출물, 표준 체크리스트, 

각종 방법론 등을 지원하며 Contents는 Optional하게 제공 또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CBD 방법론 
WEB 방법론 
C/S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HOST 방법론 
패키지 방법론 
Agile 방법론 
기타  

개발 방법론 

개발 관리 방법론 
운영 관리 방법론 
IT인프라 구축 방법론 
기타 

관리 방법론 

V모델 
폭포수 모델 
Prototype 모델 
나선형 모델 
반복 및 점증적 모델 
기타 

생명주기 모델 

표준 
자산 

표준 산출물(Guide, Process Map, Template, Sample) 

- 프로젝트계획서, 프로젝트추정서, 표준WBS, 측정계획서, 측정 및 분석서, 협력업체관리, RFI/RFP, 제안평가서, 업체

관리계획서, 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 형상상태보고서, 요구사항정의서, Prototype설계서, Architecture 설계서, 물

리/논리 설계서, 프로그램정의서, 프로그램설계서, 프로그램 상세정의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테스트 분석서, ER-Diagram, Data Flow chart, 요구사항 추적서, 품질실사, CD 관리 계획서/관리/분석서, 품

질실사 계획서, 품질 실사, 품질 실사 결과서,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보증서, 품질 결과 분석서, 결함관리 계획서, 결

함관리, 결함관리 결과서/분석서, 변경관리 계획서, 변경보고서 등 각종 표준 문서 다수 

표준 체크리스트(CMMI 인증, SP 인증, Process Check) 

- 프로젝트계획검토, 단계별산출물검토, 형상관리검토, CMMI 수준 평가 체크리스트, SP 평가 체크리스트, 변경검토, 

이행검토, 단위테스트 검토, 통합 테스트 검토, 사용자 테스트 검토, 품질 평가, 품질 보증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위

험/이슈 평가,  협력업체 평가, 인력 평가 등 각종 표준 평가 체크리스 다수 보유 

품질 평가 지표 

- 개발생산성, 문서산출물결함밀도, 코드산출물결함밀도, 테스트 결함밀도, 단계 납기 편차율, 단계별 규모 편차율, 

단계별 공수 편차율, 요구사항 변경률, 결함 목표대비 실적표,  BackLog 평가지표, 평균거래응답시간 등 각종 지표

관리 다수 보유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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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정의된 표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초기 WBS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WBS에 정의된 태스크 수행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조직 표준 프로세스/WBS ]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 및
WBS 정의하고 관
리함 

[ 프로젝트 WBS 구성 ] 

프로젝트 특성을 기반
으로 프로젝트에 맞는 
조직 표준 WBS 선정하
여 프로젝트 초기 WBS 
구성 

태스크 수행시, 프로
세스 자산으로 등록
된 자료 중 관련 정
보를 제공하여 태스
크 수행에 참조하도
록 함 

[ WBS 태스크 수행 ] 

1 

TO-DO 관리를 통한 사용자 업무 처리의 간편성과 명확성 제공 

[ To-do 리스트 ] 

WBS Task, Risk, 
시정조치 등에서 
발생된 업무 내역
을 To-do 리스트
를 통해 제공 

1 

표준 자산에 기반한 업무처리의 간편성과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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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이는 프로젝트 Dashboard 

개인 주간보고서, 프로젝트 주간보고서를 통하여 팀원,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Dashboard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시각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Dashboard 
주간보고서 

프로젝트 
Dashboard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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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COPE Basic 는 Spring Framework 상에서 MVC, ORM 등을 사용하여  3-tier구조의 Architecture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인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OS (Windows 2008) 

Runtime Environment ( JRE 1.6)  

WAS ( Tomcat6.0 )    

Framework ( Spring 2.5)     

Spring Web MVC      

JSP/ 
JSTL 

SiteMesh FLEX3.0 Transaction 
Management  

(Log4j2.2) 
ORM ( iBatis )  

User Interface Controller  Business Components Data Access Object 

Presentation Layer Business Layerc Data Access Layer 

Application 

Framework 

InfraStructure 

Framework 기반의 Application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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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생성, 현황 

 

- 진행중인 프로젝트 들의 현황  

   파악 을 위한 리스트 제공 

-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의 일정, 

   공수, 위험, 진행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 

- 개별 프로젝트 별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 정보 제공 

- 프로젝트 의 생성 시 프로젝트의 

   유형, 생명주기 등 정도의 입력 

   으로 프로젝트 생성 가능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프로젝트 관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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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획 

 

- 프로젝트의 생성시 설정된  

   프로젝트의 유형과 생명주기에  

   따라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WBS 

   가 적용 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일정계획 수립시 PM의 

   업무 부담 감소 

- Gantt Chart를 통하여 계획 수립의 

   적절성을 확인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프로젝트 관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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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실행 및 통제 

 

-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기능 제공 

- 산출물관리를 

   할 수 있는 형상관리 기능 제공 

- 시정조치 관리 기능 제공 

- Gantt Chart를 통해 진행 현황을 

시각적으로 확인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프로젝트 관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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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ortal 

 

- 대부분의 작업지시와 처리사항 

   을 To-do 리스트를 이용하여 

   제공되게 되므로 사용자는  

   My Portal 메뉴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업무정보는 To-do  

   리스트를 통하여 제공되므로,  

   사용자의 업무 집중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음  

- To-do 리스트는 월간 일정 형태  

   로도 열람이 가능함 

- 휴가와 같은 업무 공백시 대체 

   업무자 지정 기능 제공 

 

 

 

My Portal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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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sset 

 

-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품질 요건에 부합하는 프로세스  

   자산 제공 

-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 자산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  

   문서 관리 기능 제공 

- 프로젝트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표준 평가표 관리 기능 

   을 제공 

- 프로젝트 유형에 따른 표준  

   WBS를 사전에 정의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WBS 

   를 구성 시 해당 표준 WBS 사용 

   할 수 있음 

 

 

Process Library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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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hboard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Dash Board 

 

- 월간현황 및 기한 내 현황 등의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프로젝트 관리자 및 상위 관리자 

   에게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제공 

- 진행 단계별 분포 및 월간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기한 내 정확도 및 프로젝트 완료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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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권한 관리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및 권한 관리 기능 제공 

- 이용되는 모든 코드 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사용자 별로 영문/한글 설정이  

   가능한 기능 지원 

 

 

 

조직 및 권한 관리 

 
 

제품개요 
 

제품 특장점 
 

제품 주요기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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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시스템 사양 

ITSCOPE Basic 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요구사양 및 권장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요구사양 권장사양 

CPU P-IV 2.4GHz P-IV 2.4GHz * 2core 이상 

RAM 2GB 이상 4GB 이상 

HDD 여유공간 10G 이상 여유공간 20G 이상 

Interface 10/100 Ethernet 이상 10/100 Ethernet 이상 

 하드웨어 : Web Server, DB/File Server 2EA 

항목 요구사양 권장사양 

OS Windows XP SP2 이상 Windows Server 2008 

DB MS SQL Server 2005 이상 MS SQL Server 2008 R2 이상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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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링크는 ITSCOPE 제품에 대하여  제품 특성 및 분야에 따라 Planner, Basic, Smart Ver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일정 관리 전문 솔루션” 

품질인증부합 (CMMI ML2 수준), 최소 수정, 국제인증 지원 

스프레드시트 만큼 쉽게 간편한 개인 일정 관리 도구 

SW프로젝트 관리용 전문 솔루션, ITSCOPE 

PMO관리 최적화, 단일 프로젝트 수행, Contents 제공 

사업관리, IT Portal, 품질보증, 연구관리, 업무(SI/SM) 관리 

“프로젝트 협업 및 통한 관리 솔루션” 

“PMO 프로젝트 관리 전문 솔루션” 

“맞춤형 통합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조직의 특성 및 구조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최적화된 관리 지원 및 contents 지원 

프로젝트 수행을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는 웹 기반 솔루션 

조직의 특성 및 구조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방법론, 프로세스 개선, 자산 관리 등 SW 공학 컨설팅 

+α 

4. 기타 – ITSCOPE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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