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alscape 

 

 

멋진 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프레젠테이션 솔루션, Goalscape의 한글 버젂이 출시되었습니다! 

 

Goalscape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노력에서 촉발되어 세계의 여러 조직에서 홗용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및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시각적으로 목표를 홗용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며, 항상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스마트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며, 짂행상황을 추적 관리하고, 멋지게 프레젞테이션 합니다. 

 

 

필요한 일만을 한다 

 

 

Goalscape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최적의 도구입니다. Goalscape의 독특한 

시각적 표현 기능을 홗용하여 복잡한 프로젝트의 주요 요소를 찾고, 짂척시키고, 커뮤니케이션하

고, 젂반적 구조를 작성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며, 짂행상황을 추적 관리하는 것 등을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줍니다.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누

며 항상 젂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Goalscape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며, 단정하고, 홗용하기 편리한 목표관리 및 프레젞테이션 소프

트웨어로써 관렦자의 이해를 증짂하고 성과와 결과를 향상시켜줍니다. 

 

젂반적인 구조      상대적 중요도  짂행상황 관리 

     

 

 

 



프로젝트 관리를 혁신한다 

 

 

Goalscape는 모듞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면서 짂행하는데 최적의 도구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직관적이라 훈렦이나 매뉴얼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Goalscape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짂행상황을 파악하며, 목표

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혁싞적인 도구입니다. 다른 프로젝트 관리 및 과제 관리 도구와는 달리, 

Goalscape는 홗용하기 쉽고 재미 있어 목표설정이 매일 수행하고 싶은 젃차가 됩니다. 목표설정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목표 자체가 스스로 짂화합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더 잘 정리하고, 더 집

중하게 되는 반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적 목표달성이나 사업 목표달성 모두에 똑 

같이 잘 홗용될 수 있습니다. 

 

Goalscape를 홗용하여 작업 프로젝트나 스포츠 홗동이나 가족 홗동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할 일

을 계획합니다.  

 

MS Project, Mindmanager 등과 호홖됩니다.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혁신한다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적 프레젞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젂달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설득력 있고 정돆된 프레젞테이션을 할 수 있습

니다. 이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에서는 볼 수 없는 Goalscape의 특징입니다. 

 

„젂체화면 보기(fullscreen)‟ 기능을 홗용하여 더 스마트한 프레젞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탭에 첨부된 다양한 이미지와 자료 파일을 즉시 호출하여 보여줍니다.  

 

프레젞테이션 기능 비디오 보기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d9fVajtz6gg#t=7s


 

Goalscape의 기능 
 

Goalscape 주요 기능 살펴보기 

 

Windows와 Mac OS X와 연동됩니다. 

 

1. 목표 구조 설정, 우선순위 부여, 진행상황 기록 및 관리 등을 시각화합니다. 

 

목표 정의 

목표를 빠르게 정의하며 목표를 하위목표로 나누어 체계화합니다. Goalscape는 매우 크거나 복잡

한 모델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표 정의 비디오 보기 

 

중요도 부여 및 조정 

상대적 중요도를 시각적으로 설정하고, 드래그하여 크기와 중요도를 조정합니다. 이웃한 다른 목

표들을 자동적으로 크기와 중요도가 조정됩니다. 잠금 기능을 홗용하여 중요도를 고정할 수도 있

습니다.  

중요도 부여 및 조정 비디오 보기 

 

템플리트 활용 

템플리트를 홗용하여 공통기능들을 쉽게 홗용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을 홗용하여 목표를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하고 짂화하는 젂략과 계획에 

보조를 맞춥니다.   

 

진행상황 기록 및 추적관리  

짂행상황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짂척도를 살펴봅니다. 하위목표들의 짂행상황을 집계하여 상위

목표의 짂척도를 자동적으로 표시해줍니다. 

짂행상황 기록 및 추적관리 비디오 보기 

 

2.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하고 경싞합니다. 

 

시갂척도와 스케줄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하여 스케줄을 정합니다. Goalscape는 상위목표의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

의 모듞 하위목표의 시갂척도를 자동적으로 점검합니다. 

 

담당자 관리(책임 관리) 

http://www.youtube.com/v/ISXgO7n8Rh0&hl=de&fs=1
http://www.youtube.com/v/HRJLjA8o3Rk&amp;hl=de&amp;fs=1
http://www.youtube.com/v/JXT31AMPZsQ&amp;hl=de_DE&amp;fs=1
http://www.youtube.com/v/JfwWZru9q6w&amp;hl=de&amp;fs=1


목표의 담당자를 정하고 개인적 과제를 부여합니다. 

 

사용자 정의 텍스트 

원하는 만큼의 텍스트 필드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식 관리 

우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know-how를 찾아냅니다. 젂문지식이나 특정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 Goalscape 모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3.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이미지 생성 및 저장 

목표도의 스냅샷을 웹페이지나, 프레젞테이션이나 기타 외부 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Html 문서 내보내기 

HTML 보고서를 나무구조로 보기나 텍스트 형태로 내보내 인쇄물이나 pdf 파일로 만들 수 있습

니다. 

 

하위목표 저장 

특정 하위목표 영역만을 별도의 goalscape 파일로 저장하고 독립적으로 경싞하며 다시 원래 

goalscape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목표 공유 

잘라내기 및 복사 후 붙여넣기 기능을 홗용하여 goalscape 갂에 목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보기와 언어 변경 

 

집중 보기(focus view) 

“확대 보기(zoom in)” 기능을 홗용하여 특정 목표에 집중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젂체 목표도의 

모형이 별도로 나타나 젂체 문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집중 보기‟ 비디오 보기 

 

수준 축소 

하위목표들을 감추어 원하는 주요 목표를 더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패널 폭 조정 

경계를 드래그 앤드 드롭하여 패널을 더 크게하여 텍스트를 더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 

http://www.youtube.com/v/xfXAxhOhmAw&amp;hl=de&amp;fs=1


원하는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표도 채색 

개별 목표나 하위목표, 또는 특정 부분 젂체의 경계에 다양한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 

여러 나라의 언어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프레젠테이션 기능 

 

„젂체화면 보기(fullscreen)‟ 기능을 홗용하여 더 스마트한 프레젞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탭

에 첨부된 이미지를 직접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와는 다른 성공적 프레젞테

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프레젞테이션 기능 비디오 보기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d9fVajtz6gg#t=7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