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항상 표시되도록 이 영역을 사
용자 지정합니다.

리본 메뉴의 명령 탐색

각 리본 메뉴에는 그룹이 있고, 각 그룹에는 일련의 관련 
명령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열기, 저장, 인쇄, 공
유를 수행합니다. 옵션 및 계정 
설정 변경도 이 보기에서 수행
합니다.

리본 메뉴 표시/숨기기

리본 메뉴를 숨기거나 표시하려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을 클릭
하거나 Ctrl+F1을 누릅니다.

보기 변경 

적합한 보기에서 작업 속도를 
높입니다. Gantt 차트, 작업 배
정 현황, 팀 플래너 또는 자원 
시트를 선택합니다.

확대/축소

확대/축소 슬라이더를 끌어
날짜 표시줄을 늘리거나 줄입
니다.

한 곳에서 작업 정보 보기

왼쪽에는 확인하기 쉬운 행과 열로 작업 
정보가 표시됩니다. 오른쪽에는 기간 정
보가 날짜 표시줄에 막대 모양으로 표시
되어 모든 사항을 하나의 보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키 설명 표시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리본 메뉴 명
령에 액세스할 수 있는 키가 표
시됩니다.

이전에 사용한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작 가이드 
Microsoft Project 2013의 모양이 이전 버전과 달라졌습니다. 새로 배우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도록 이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Project 2013을 시작하는 방법  
Project 2013을 열면 깔끔한 모습의 새로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
닙니다. 자세히 보면 Project 2007에서 얼마나 많이 향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Project 2013에서는 빈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 번에 간편하게 프로젝트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파일 >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4단계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경우 Project 2013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Project 가이드를 참고하여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파일 > 새로 만
들기 > 시작을 클릭하세요.

만들려는 새 프로젝트를 고려하여 일반 프로젝트 서식 파일을 찾아보고 Excel 또는 
SharePoint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오거나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깔끔한 모양
의 Gantt 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네트워크 또는 Project Online이나 
OneDrive에서 이전 프로젝트를 열 수도 있습니다.

네 단계로 구성된 이 가이드를 통해 작업을 예약하고 시간 표시 막대를 만들며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SharePoint 및 Lync를 사용하여 팀과 공동 작업을 하는 방
법을 알아보세요. 이 모든 내용을 Project에서 나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항목 
Project 2013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및 명령을 찾으려면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작업 도구 및 명령 찾아볼 위치

프로젝트 열기, 저장, 내보내기, 인쇄 또는 Project Online을 사용하여 
SharePoint, OneDrive, 클라우드와 공유

파일 Backstage 보기(이 보기의 왼쪽에 있는 명령 클릭)

작업 연결, 작업 연결 끊기, 작업 요약, 프로젝트에 작업 업데이트 또는
중요 시점 만들기

작업 일정 그룹

인력 추가, 작업량 줄이기, 자원 그룹 만들기 자원 삽입, 배정 및 수준 그룹

시각적 보고서 만들기, Excel이나 Visio로 보고서 내보내기 또는 프로젝
트 비교

보고서 보고서 보기 그룹

프로젝트의 초기 계획 설정, 마스터 프로젝트 만들기 또는 일정의 WBS 
코드 만들기

프로젝트 삽입, 속성, 일정 그룹

Gantt 차트, 시간 표시 막대 또는 일정에서 프로젝트 데이터 보기 보기 작업 보기, 분할 보기, 자원 보기 그룹



프로젝트 데이터 꾸미기
 

Project 2013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필요 없이 보기 좋
은 다양한 색상의 전문적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 차트, 애니메이션, 
링크 외에도 이해 관계자 및 팀 구성원과 프로젝트 상태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업 경로 추적
 

Gantt 차트에 수 많은 선이 겹쳐 있습니까?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Gantt 차트
가 막대와 연결선으로 뒤얽힌 매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정렬하기 위해 
작업에 대한 연결 고리 또는 작업 경로를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Gantt 차트에
서 형식 > 작업 경로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탭(Project 2013에 새로 도입됨)을 클릭한 후 원하는 보고서를 선택합니
다. 다양한 보고서의 그리기 도구는 Excel, Word, PowerPoint, Project에서 동일합
니다.

작업을 클릭하면 모든 선행 작업이 하나의 색으로 표시되고 모든 후속 작업이 다
른 색으로 표시됩니다.



Project Online 사용
 

Project Online만 있으면 PC에 Project 2013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어디서나 
정식 버전의 Project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Windows 
7 이상을 실행하는 PC만 있으면 됩니다.

팀과 의사 소통   
 

조직에서 Lync 2013을 사용하는 경우 Project 2013을 사용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팀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Project에서 나가지 않고도 진행 상
황 업데이트를 받거나 빠른 질문을 하거나 장기적 전략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우스 커서를 이름 위에 놓고 메신저 세션, 전자 메일 또는 전화 통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Project Online은 서비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과 비디오 채팅을 통해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최근 소식을 듣고 관계자

의 질문에 답하거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공급업체와 얼굴을 보며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Project 2013이 없는
사용자와 작업하는 방법
이전 버전의 Project를 사용하는 사람과 파일을 공유하거나 교환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Project 2013 동작 발생하는 결과 해결 방법

Project 2007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엽니다.

프로젝트가 Project 2013에서 열리지만 제목 표시줄에 [호환 모
드]가 표시됩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이전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 
시간 표시 막대, 수동으로 예약한 작업, 새로운 필드와 같은 최신 
기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Project 2013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사용하려면
프로젝트를 최신 파일 형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전환할 때는 Project 2007 사용자와 공동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세요. 그러한 경우 계속해서 호환 모
드로 작업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작업자 중 Project 2007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프로
젝트를 최신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 
파일 > 저장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를 2013 형식으로 저장하라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프로젝트를 Project 2010
파일로 저장합니다.

프로젝트가 Project 2013에서 열리며 기능 제한이 없습니다. 파일 형식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Project 2010 및 
Project 2013 형식의 프로젝트는 변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Project 2007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프로젝트를 Project 2007로 다운그레이드하면 Project 201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기능(수동 예약, 시각적 보고, 새로운 필드, 
시간 표시 막대 보기 등)을 사용할 수 없지만 프로젝트가 호환되
므로 Project 2007을 사용 중인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Project 2013에서 Project 2007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변환한 후
에는 수동 예약, 시각적 보고, 새로운 필드, 시간 표시 막대 보기
와 같은 최신 기능을 사용한 보기를 검사해 봐야 합니다. 최신 
기능을 사용하여 만든 프로젝트 데이터가 Project 2007 형식에
서 표시되지 않거나 편집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