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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업데이트 이력
XLGantt version 1.1.0 : 2017-05-03 업데이트
– Task의 가장 빠른 시작일과 가장 늦은 완료일을 프로젝트 기간으로 자동으로 설정하는 기능 추가
– Task의 날짜가 입력되지 않더라도 그룹항목이면 그룹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수정
– 다른 이름으로 저장시 발생하는 오류 수정
– Gantt chart가 일부 잘못 표시되는 오류 수정 등.

XLGantt version 1.0.0 : 2016-12-01 업데이트
– 다국어 지원(현재 한국어 및 영어 추가됨)
– 분석기능 추가(담당별 Workload분석, 계획진척율 계산)
– 필드(칼럼) 및 행 추가 가능, 사용자정의함수 사용가능
– Task의 글자색, 배경색 변경가능
– 휴무일 입력 200개에서 300개로 입력가능

XLGantt version 0.9.9.1 : 2016-6-15 업데이트
– 일정변경관리 기능 추가
– 산출물 관리기능 추가
– Microsoft Outlook일정등록 기능 추가
– 작업필터 기능 추가(기간별로 작업 보기)

XLGantt version 0.9.8.1 : 2016-1-25 업데이트
– 완료된 작업의 폰트색상 회색으로 표시옵션 추가
– 사용자가 정의한 프로젝트시작일, 완료일의 날짜표시 옵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
– 기간별리소스배분현황보기에서 계산된 리소스량과 Schedule Sheet의 리소스량이 다르게 계산되는 오류 수정

XLGantt version 0.9.8 : 2015-10-25 업데이트
– 달력을 이용한 날짜 입력기능 추가
– 담당(개인별) 진행율(계획/실적) 분석 기능 추가
– 가져오기 기능 개선 : XLGantt파일인 경우 여러 개 동시에 가져오기 기능 추가
– 기타(산출물 필드 추가 등)

XLGantt version 0.9.7 : 2015-5-10 업데이트
– 컬럼 일부 변경

기간 –> 총작업량, 계획기간 –> 계획작업량으로 변경하고(제목은 기간인데 실제로는 작업량을 의미하는 것이 혼동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함)
총기간, 계획기간 컬럼 추가(완료일에서 시작일을 뺀 기간을 의미하는 컬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함)

– 버전 체크 기능 추가 : XLGantt가 업데이트 된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함
– 처리 속도 개선 : 다른 엑셀 파일이 열려 있으면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문제 수정

XLGantt version 0.95 : 2015-3-25 업데이트
– 작업별 캘린더 지정기능 추가 : 작업에 캘린더를 지정하지 않으면 표준캘린더로 설정되고 사용자정의캘린더를 지정하면 해당 작업은 그 캘린더기준으로 휴무일을 계산함
– 작업 시작일,완료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작업추가 가능하며 해당 작업의 WBS No.를 생성하도록 수정,
– 작업정보관리 팝업화면 추가 : 컨텍스트메뉴(마우스 우클릭 메뉴)에서 “XLGantt-작업정보관리” 메뉴 선택하여 실행

XLGantt version 0.91 : 2015-3-12 업데이트
– 오늘 날짜(계획진척율 계산 기준일자) 변경 기능 : 오늘날짜를 변경해서 예상 실적(다음주 등…)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첫줄 삽입시 제목열 서식이 먹는 현상 수정

XLGantt version 0.90 : 2015-1-4 최초 Release
– 일정계획 Gantt chart로 그리기, 진행율 계산, 일정계획자료 Import기능을 개발하여 최초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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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초간단 매뉴얼

① 매크로 사용 설정
파일 오픈 시 매크로 사용여부를 묻는 경우 “사용”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XLGantt프로그램이 실행
되지 않습니다.

② 프로젝트 휴무일 Calendar설정
프로젝트 일정을 입력하기 전에 Calendar sheet에서 토
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 휴무일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일정계산시 휴무일을 제외합니다.

간단히 빨리 시작할 경우에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항목별 상세페이지를 참조하세요.

③ 프로젝트 기초정보 입력
리본메뉴에서 을 클릭하여

프로젝트 명, 기간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④ WBS정보 입력
아래 영역에서 작업, 시작일, 완료일, 가중치(입력안하면 자동으
로 1이 입력됨), 실적진척율을 입력합니다. (WBS번호, 총기간, 
계획기간, 계획진척율은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입력할 필요없음)

⑤ 스케줄 업데이트
자료 입력 후 항상!!
메뉴에서 ＂스케줄업데이트"를 클릭해야
작업일수 및 진척율이 자동계산되며, 
WBS의 오른쪽에는 Gantt Chart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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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란?

XLGantt는 Microsoft Excel에서 프로젝트 일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며 아래와 같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cel VBA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이므로 설치가 필요없고 매크로 파일만 실행하면 됩니다. 
XLGantt홈페이지 http://xlworks.net 에서 최신버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작업입력 및 진척율 계산
작업명, 시작일, 완료일, 진척율을 입력하면 휴무일, 가
중치를 고려하여 자동으로 작업기간, 계획진척율, 실적
진척율이 계산됩니다. 

2) Gantt Chart 표시
입력된 작업 일정대로 Gantt chart를 표시합니다.  옵션
에서 각 작업명과 날짜의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3) 분석 리포트
프로젝트 전체의 진척현황,  주별/월별/담당별
Workload, 계획진척율을 계산해줍니다.

4) 일정계획 변경관리
계획일정과 실제 진행된 일정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산출물 관리
산출물의 저장 경로를 지정하고 산출물을 열 수 있습니
다.

6) Microsoft Outlook일정 등록
입력된 작업을 Outlook일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다국어 지원
다양한 언어의 O/S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를 지원
합니다. 현재는 한국어, 영어 2개국어를 지원합니다. 프
로그램코드와 다국어를 위한 Resource file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수정없이 다국어의 추가가 가능합
니다.

8) 다른 파일에서 일정 가져오기
엑셀로 만들어진 일정계획 자료를 XLGantt로 import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필드를 Mapping하여 일정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 휴무일 Calendar관리
주말, 공휴일, 기타 프로젝트에서 정한 휴무일을 입력하
면 작업기간 계산시 휴무일을 제외하며 Gantt chart에서
도 휴무일을 표시하여 줍니다. 또한 작업별로 휴무일 캘
린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 Excel 기능과 통합
Excel이 가진 수식계산 기능 등 Excel의 기능을 XLGantt
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임의의 필드
를 추가하고 수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http://xlwork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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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의 기능 - 화면구성

프로젝트명, 작업기간, 진척율 정보

XLGantt용
리본메뉴

WBS영역 Gantt Chart

프로젝트 Calendar설정

프로젝트 진행현황

작업입력, 진척율계산, Gantt chart표시

분석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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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1) 작업관리 및 진척율 계산

작업정보 입력 : 작업관리를 위해서 아래의 필드를 입력합니다.
- 필드명 옆에 (*)표시된 것은 필수 항목이며, (*)표시가 없는 것은 선택입력항목입니다.
- 필드의 색상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WBS, 기간등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입력후 메뉴에서 스케줄업데이트(또는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주황색 필드(기간, 진척율 등)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작업항목의 Level을 조정(상위 또는 하위로 이동)하려면 원하는 작업항목을 선택하고(여러 항목 선택 가능)
이동버튼 을 누릅니다. 

작업명, 시작일, 완료일, 진척율을 입력하면 휴무일, 가중치를 고려하여 작업기간, 계획진척율, 실적진척율이 자동으
로 계산되는 기능입니다.

작업(Task)명을 입력합니다. Level별
로 입력합니다. 만약 2 Level이면 2번
째칸에 입력합니다
최대 7 Level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제일 하위 항목(Level 높은 항목)을
제외한 상위의 그룹항목은 회색바탕
에 굵은글씨로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손쉽게 그룹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시작일과, 완료일을
입력합니다(날짜필드에서 마
우스 우클릭 시 달력창이 나타
나며, 원하는 날짜를 더블클릭
하면 날짜가 입력됨)

휴무일을 제외하고
가중치를 곱한
작업량(자동계산),
Manday에 해당

현재일까지 진행되
었어야 할 작업량
(자동계산)

가중치는 작업량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작업진행에 1명이 필요하면 가중치가 1이지만 2명
이 필요하면 가중치를 2로 입력합니다. 
가중치를 입력하면 프로젝트의 실제 작업량을 정확
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는 기본값이 1입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이 입력됩니다

현재일까지 진행
되었어야 할 계획
진척율(자동계산)

실제로 현재일까
지 진척된 진척율
을 입력

WBS No.(자동계산)

휴무일을 제외한
달력상의 기간
(자동계산)



7 / 26

XLGantt 기능 1) 작업관리 및 진척율 계산

그룹항목 자동 계산 : 
-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대로 작업명, 시작일, 완료일, 실적진척율을 입력하고 스케줄업데이트(또는 저장버튼)를 클릭하면

주황색 필드(WBS No, 작업량, 기간, 계획진척율)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 동시에 그룹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의 시작일, 완료일은 하위항목의 가장 빠른 시작일과 가장 늦은 완료일로 자동으로 계산되며

- 계획진척율과 실적진척율의 그룹항목도 하위항목의 값을 누적하여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획진척율과 실적진척율의 의미 : 
-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0일까지 총 10일을 해야 완료하는 작업이 있습니다고 가정 하고 오늘이 만약 1월 7일이

면
계획상 70%의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일까지 진행되었어야 할 완료율을 계획 진척율이라고 하고, 

- 오늘이 1월 7일이지만 6일분량의 작업만 했으면 실적 진척율은 60%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10% 지연인 상태가 됩니다.

시작일 1/1 완료일 1/10현재일 1/7

계획진척율 70%

실제 작업한 양이 6일분에 해당하면
실적진척율은 60%

작업량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가중치
를 곱한 값임  ManDay에 해당

현재일자를 변경해서 미래나 과거 시점의 계획진척율을 보려면?

옵션에서 “계획진척율 계산 기준일자”를 원하는 날짜로
설정합니다.

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한
달력상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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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1) 작업관리 및 진척율 계산

프로젝트 전체의 작업량과 진척율 보기 : 

- Schedule sheet의 상단에서 프로젝트 전체의 진척율을 볼 수 있습니다.

- Progress sheet에서는 프로젝트 전체의 작업량, 현재일까지 계획된 작업량, 실제 진행된 작업량, 진척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진행된 진척율

현재까지 계획된 진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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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2) Gantt Chart표시

Gantt Chart 표시방법 선택 : 
- 메뉴에서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Gantt Chart의 표시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Gantt Chart에 작업명, 날짜, 실적진척율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Gantt Chart의 하루의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Gantt Chart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는? 
- WBS영역의 그룹영역 표시, Gantt Chart 등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 메뉴에서 “서식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으로 복구됩니다.



 작업명을 Gantt chart 어떤 곳에 표시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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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3) 분석 리포트 - 담당별진행율

① 메뉴에서 실행
아래 메뉴 중에서 원하는 메뉴
를 클릭합니다.

② 담당자별 진행율 보기
메뉴에서 “담당별진행율“을 클릭하면 Schedule Sheet에서 “담당”필드에 입력한 담당자 기준
으로 작업진행계획율과 실적율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여러 명을 입력한 경우는
작업량을 사람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예: 어떤 Task의 전체작업량이 6 Man/Day일때 담당
필드에 “홍길동, 김길동＂의 형식으로 입력하면 각 담당별 3 Man/Day씩 계산됨)

담당별로 투입된 Task와 총작업량, 계획작업량, 진척작업을 Man-day로 보여주고, 계획/실적 진행율을 보여줍니다. 

개인별로 할당된
작업과 개인별

계획율과 실적율
을 보여줌

왼쪽상단의 부분합
레벨숫자를

클릭하면 레별별
요약합계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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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3) 분석 리포트 – Workload(주별/월별)

① 메뉴에서 실행
메뉴에서 Workload(주별), Workload(월별)을 클릭하면 각
각 Workload를 그래프로 표시해 줍니다.

② 주 단위 Workload 보기
월 평균 근무일수는 통상 21일이지만 20일 22일 등으로
변경하여도 되며 변경된 기준으로 Man-Month를 계산하
여 보여줍니다.

주별, 월별 Workload를 계산하여 그래프로 표시해 줍니다. 

③ 월 단위 Workload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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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3) 분석 리포트 – Workload(담당별)

① 메뉴에서 실행
메뉴에서 Workload(담당별)을 클릭하면 각각 Workload를
그래프로 표시해 줍니다.

② 담당별 Workload 보기
월 평균 근무일수는 통상 21일이지만 20일 22일 등으로
변경하여도 되며 변경된 기준으로 Man-Month를 계산하
여 보여줍니다.

담당별 Workload를 계산하여 그래프로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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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3) 분석 리포트 – 계획진척율

① 메뉴에서 실행
메뉴에서 “계획진척율”을 클릭하면 주별로 프로젝트의 계
획진척율을 수치와 그래프로 표시해 줍니다.

주별로 프로젝트의 계획진척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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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4) 일정계획 변경관리 (1/2)

메뉴에서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일정계획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관리할 때 작업 시작일/완료일, 실제시작일/실제완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작된 날짜와 실제 완
료된 날짜를 입력하여 일정이 지연되었거나 빨리 진행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 관리함＂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실제시작일,실제완료일,
실제총작업량 필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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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4) 일정계획 변경관리 (2/2)

실제시작일, 실제완료일, 완료율 입력방법

시작일/완료일과 실제시작일/실제완료
일이 서로 다를 때는 셀 배경색이 노란
색으로 표시됩니다.

실제 진행된 경과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계획된 일정과 실제 진행이 다른 경우에는
위 그림처럼 Gantt chart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계획 변경된 일정

① 작업이 완료되어 실제시작일, 실제완료일 직접입력하는 경우
실제시작일과 실제완료일을 직접 입력하면 실적진척율은 자동으로 100%로 입력됩니다. 계획된 일정과 실제진행된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날짜의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Gantt chart에는 파란색선으로 실제 진행된 일정이 표시됩니다.

② 작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실적진척율만 100%로 입력하는 경우
작업이 계획일정과 동일하게 완료된 경우는 실적진척율만 100%로 입력하면 실제시작일, 실제완료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시작일, 완료일과 동일한 날짜로 채워줍니다.

③ 완료되지 않은 일정을 입력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시작일만 입력하고 완료율을 입력합니다. 실제완료일도 입력하면 그 작업은 완료된 것
으로 간주하므로 실제시작일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16 / 26

① 옵션 > 산출물탭에서 설정
메뉴에서 “옵션” 버튼을 클릭하여 산출 저장경로, 산출
물열기 프로그램 실행경로를 지정합니다.

산출물의 저장 경로를 지정하고 산출물을 열 수 있는 기능입니다.

XLGantt 기능 5) 산출물 관리

작업명으로 경로 자동지정을 선택하면 Schedule sheet에서 입력한 작업명
구조와 동일한 디렉토리에서 산출물을 찾는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물
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폴더구조를 만들고 해당 폴더에
산출물을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② 산출물 열기
산출물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산출물열기＂를 선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은 경로
에 저장된 산출물이 열립니다.

위 그림에서 “산출물명 비었을때 선택목록에 포함 여부”를 선택하
면 산출물명을 Schedule sheet의 산출물 필드에 입력하지 않아도
폴더명과 산출물명이 동일하면 그 산출물을 열어줍니다. 해당 프
로그램의 확장자로 산출물을 찾으므로 폴더명+확장자의 형식으
로 산출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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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작업을 Outlook일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XLGantt 기능 6) Microsoft Outlook일정 등록

① 작업을 선택하고 Outlook일정 등록
작업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MS Outlook일정 등록＂를 선택하면 일정이 등
록됩니다. 여러 작업을 선택해서 등록하면 한번에 여러 개가
등록됩니다. (단, PC에 MS Outlook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
다)

② MS Outlook에서 일정등록 확인
아래와 같이 일정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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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7) 다국어 지원(1/2)

다양한 언어의 O/S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를 지원하며 프로그램의 수정없이 다국어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한국어, 영어 2개국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① 언어 선택
컴퓨터 O/S의 언어설정에 따라 언어가 자동으로 선택되거나
O/S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옵션 메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
택할 수 있음

② 언어 추가
Program Source Code와 다국어를 위한 Resource 
file(TranslatedLanguages sheet)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수정없이 다국어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옵션에서 필요한 언어를 추가하고 TranslatedLanguages sheet
에서 각 Text별로 메시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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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7) 다국어 지원(2/2)

다음은 동일한 XLGantt 파일을 다른 종류의 O/S에서 연 경우에 O/S의 언어에 맞게 다국어 적용된 예입니다.

한글 O/S상태 영문 O/S상태

<Sheet>

<팝업> <사용자 메시지>

<Sheet>

<팝업> <사용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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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에서 실행
메뉴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가져올 파일을 선택합니
다.

② 가져오기 옵션 선택

MS Project 또는 Excel로 관리한 프로젝트 일정정보를 XLGantt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③ 가져올 파일 선택
- XLGantt로 작성된 파일은 한번에 여러 개 선택가능함
- XLGantt로 작성된 파일이 아닌 일반 Excel파일은 한번에 한
개만 선택가능

XLGantt 기능 8) 다른 파일에서 일정 가져오기 (1/2)

참고) MS Project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MS 
Project의 내보내기 메뉴에서 Excel파일로 내보내기
한 후 가져오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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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Project 또는 Excel로 관리한 프로젝트 일정정보를 XLGantt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④ 가져올 필드Mapping(XLGantt는 Mapping없이 자동으로 가져오기 됨)
가져올 파일(Source파일)에서 가져온 후 파일(Target파일)로 가져오기 위해서 각각의 필드를 Mapping합니다. Source파일
의 필드를 먼저 선택하고 Source파일의 필드에 해당되는 필드를 Target파일에서 찾아서 Mapping합니다.

⑤ 가져오기
필드Mapping이 끝나면
“가져오기”를 합니다. 

가져오기는
- 기존Data를 전부 지우고

가져오거나
- 기존Data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XLGantt 기능 8) 다른 파일에서 일정 가져오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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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에서 “Calendar”를 클릭하거나

② Calendar sheet에서 프로젝트의 휴무일, 주말 등 근무하지 않는 날짜를 지정합니다.
휴무일을 입력해야 작업기간 계산시 반영됨(ex:입력한 일자만큼 작업기간에 제외함)

③ 캘린더는 총 3개까지 지정가능하며 표준캘린더는 기본으로 적용되는 캘린더이며 특정 작업에 다른 캘린더를 지정하고 싶으면
"사용자정의 캘린더1", "사용자정의 캘린더2"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사용합니다.

④ 휴무일을 입력하면 Gantt Chart의 날짜영역에 해당일자가 휴무임을 나타내는 분홍색 Bar로 표시됩니다.

프로젝트 휴무일 Calendar 설정 방법

XLGantt 기능 9) 휴무일 Calendar관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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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셀의 컨텍스트메뉴(마우스 우클릭)에서 “작업 편집”을 선택하면 작업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표준캘린더 외 사용자정의 캘
린더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② 각 작업별로 적용된 캘린더를 한번에 확인하려면 “Calendar”열을 참조합니다. “Calendar”열은 숨기기가 된 필드이며 필요시
“숨기기 취소”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표준캘린더 외 사용자정의 캘린더를 지정하는 방법

XLGantt 기능 9) 휴무일 Calendar관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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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Gantt 기능 10) Excel의 기능과 통합

Excel이 가진 수식계산 기능 등 Excel의 기능을 XLGantt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XLGantt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정보 표시

사용자가 타이틀 위에 행을 추가하고 XLGantt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프로젝트 시작일자 등을 표시할 수 있음

▶XLGantt에서 제공하는 함수 List
xlgantt.ProjectName() : 프로젝트명 가져오기
xlgantt.ProjectStartDate() : 프로젝트 시작일 가져오기
xlgantt.ProjectFinishDate() : 프로젝트 완료일 가져오기
xlgantt.ProjectPlanProgress() : 계획진척율 가져오기
xlgantt.ProjectActualProgress() : 실적진척율 가져오기
xlgantt.ProjectProgressString() : 프로젝트 시작,완료,진척율 요약정보 가져오기
xlgantt.CommentOnHeadArea() : Schedule sheet 상단에 표시할 Comment가져오기

임의의 컬럼을 추가하고 Excel 수식입력

Excel수식

필요하면 사용자
가 달성율 컬럼
처럼 임의의 컬
럼을 추가하고
수식을 입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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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① 가중치
가중치는 작업량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작업
진행에 1명이 필요하면 가중치가 1이지만 2명이 필요하면
가중치를 2로 입력합니다(아래 그림에서 가중치가 2이면
기간은 10일이지만 작업량은 20(기간*가중치)으로 계산됩
니다)
가중치를 입력하면 프로젝트의 실제 작업량을 정확히 계
산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는 기본값이 1입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이 입력됩니다.

② 작업량
작업량은 기간에 가중치를 곱한 값입니다. 작업량은 Man-
day로 나타낸다(단순히 작업의 길이가 아닌 작업량을 의미
합니다. 작업의 길이가 7일이고 가중치가 2이면 작업기간
은 14가 됩니다)

XLGantt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들...

③ 계획진척율
오늘까지 진척이 되었어야 할 진척율이며 XLGantt에서 자동
으로 계산하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④ 실적 진척율
해당 Task가 실제로 진척된 양을 %로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최하위 항목만 입력하면 됩니다(입
력하지 않으면 0%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하위 항목의 상위
항목 실적 진척율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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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할 때는 이렇게…

① Schedule sheet의 서식이 손상된 경우
Task의 그룹영역 표시, Gantt Chart 등이 정상적으로 보이
지 않을 경우에 메뉴에서 “서식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으로 복구됩니다.

② 서식재설정을 해도 복구가 안되는 경우
임의로 필드를 삭제, 추가하는 경우에 복구가 안될 수 있습
니다.  이 때는 필드를 원래대로 되돌려 보고, 여전히 복구
가 안될 경우는 XLGantt 파일을 XLGantt홈페이지
http://xlworks.net 에서 다시 Download받아서 사용해봅
니다.

오류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시도해 봅니다.

사용조건 / 사용상 문의

XLGantt Version 1.0.0 사용조건
본 "소프트웨어"는 xlworks.net에서 개발하고 배포하는 무료 소프트웨어(Freeware)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기업/관공서/학교 등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과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및 국제 협약에 의해 보
호를 받고 있으며, 본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다른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으로 포함하여 제작 할 수 없습니다.

사용상 문의
홈페이지 : http://xlworks.net
이메일 : admin@xlworks.net

http://xlwork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