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여개 API의 다양한 기능

웹 표준 HTML5 데이터 그리드
v2.5

Since 2013
국내최초Non-ActiveX 웹 그리드
제품 출시
지난 10년간
UI/UX개발 플랫폼 회사로 전념

• 대한민국소프트웨어
기술 대상 우수상 수상미래창조부
• World IT Show 참가
• 2015 Korea Vendor
Top 50 기업 선정
• 중소기업청장 공로상
수상
• SBChart 제품 출시
• SBGrid
신SW상품대상 추천작
선정
• SBGrid 2.0 GS 인증
• 벤처기업등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회사설립

• W3C HTML5
Conference 2016
참가
• W3C 기술표준총회
참가(포르투갈)
• Hi-Seoul 브랜드 기업
지정
• 2017년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 제3회 대한민국 SW
품질대상 우수상 수상
• W3C 회원 가입
• 경영혁신형기업(이노
비즈) 인증
• 16년도 웹 표준 전환
지원 사업자 선정
• SBUX 제품 출시 및 GS
인증 획득

• SBGrid 조달쇼핑몰 그
리드 시장1위 달성
• 대성산업㈜
정보시스템사업부와
SBUX 총판계약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
• 현대글로비스
아난타푸르 수출
• SBChart 리뉴얼 런칭

2018

2016~2017
2013~2015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보유제품

주요인증

소재지

구분

㈜소프트보울
이태규

특허보유, GS인증 1등급, 기술혁신형기업
(INNO-BIZ), 벤처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 신원빌딩 4층

2019
• 서초동 회사 이전
• 제3회 2019
월드클래스 강소기업
대상 "Global TOP
Technology Grand
Prize" 부문 수상
• SBChart GS 인증
• 동양네트웍스 ㈜ 표준
개발 툴 선정
• 통계청 대한민국 인구
총 조사 시스템용 표준
툴 선정
• G밸리 IT인을 위한
단독 세미나 개최

인증서명

인증기관

GS인증 1등급 획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SBUX, SBChart, SBGrid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증

UI개발 툴을 이용한 지능형 입찰분석 시스템 및
방법

특허청

SMART 중소기업일자리 선정

청년 SMART 중소기업 일자리 선정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장 수상

표창장

중소기업청

대한민국 SW 품질대상

제3회 대한민국 SW 품질대상 우수상 수상

전자신문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수상

2017년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수상

머니투데이

UI/UX개발부문최우수기업선정

2015 Korea Vender Top50 기업 인증서

KSVT 인증위원회

HI-Seoul 브랜드 기업 지정

HI-Seoul 브랜드 기업 지정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고용환경개선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서울특별시

2013년 5월 15일

SBUX, SBGrid, SBChart, SBViewer

2021
2020
• 중소기업중앙회 유공자
포상 수상
• 차세대지방세1단계
표준UI개발 툴
선정(한국지역정보개
발원)
• SBChart 신 SW 상품
대상 추천작 선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웍
인증
• 세일즈인사이트 CRM
번들링 협약 체결

• 특허 등록 ‘지능형
입찰분석 시스템 및
방법’
• 차세대지방세2단계
지방세외수입
표준UI개발툴 선정
• 유알피 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협약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업무화면 인터페이스에서 Grid의 중요성
UI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Grid는 화면개발에서 Multi-Record를 처리하는 웹 컴포넌트로써, 비즈니스
업무화면, 대민 서비스, 금융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표형태로 웹 브라우저에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화면개발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컴포넌트임으로 성능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Since 2013

웹 표준 HTML5기반 국내 최초 Non-ActiveX 웹 그리드
높은 성능, 안정성과 기술지원, 생산성과 특화 기능의 차별화

v2.5

/에스비그리드/
다양한
데이터의 표현
• 여러가지 열 유형 지원 / 다양한 데이터 포맷
• 말줄임(Ellipsis) 기능 / 툴팁(Tooltip) 뷰 기능
• 데이터 필터링

외부 인터페이스
유연한 연동
• Excel등 복사/붙여넣기 / Excel 파일 읽기 /저장
• JSON데이터 연동 / 컨텍스트 메뉴 기능
• 타 솔루션과 손쉬운 연동

사용자 UX 향상
• 편리한 설정기능 / 열 단위 이동(Move)
• Drag & Drop 지원 / 틀 고정 (Fixed)
• CSS 지원 (테마 구성) / Cell 안에 HTML 표현

확장된 기능으로
사용성 제고
• 데이터 정렬(Sort) / Cell 병합 (Merge)
• 부분 합계(Subtotal)·누계 처리 / 트리 뷰(Group) 지원
• 사용자 정의 수식 / 행간 자동 순번

1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그리드 분야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그리드 분야

U사

W사
I사

I사

63%

52%

㈜소프트보울

W사

프로젝트 금액

프로젝트 건수
※ 2020.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그리드 툴 시장 점유율

주요 레퍼런스 (최근 2년)
기관 및 업체명

2015년부터조달쇼핑몰누적

사업명

도입시기

기관 및 업체명

사업명

도입시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2021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FR 4차 사업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 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외

2021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시스템

2020년

금융보안원

데이터 전문기관 시스템 구축

2021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 구축

2020년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2021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DR

2020년

한국과학기술원

안전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제 사업

2020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가명데이터 결합시스템 구축

2021년

농촌진흥청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고도화

2020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공공 PHR 고도화

2021년

대구축산농협

대구 축협 농협육가공 시스템 구축 건

2020년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구축 사업

2021년

서울산업진흥원

스마트건설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사

2020년

현대글로비스

인도네시아 GCS 시스템 구축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시스템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2021년

IBK기업은행

자금관리 통합정보시스템

2020년

오웬스그룹

오웬스그룹 전사 제품 개발

2021년

도드람양돈협동조합

전략정보시스템

2020년

ERP시스템 구축

2020년

우리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1단계, 2 단계 구축

2021년

아이보리

티투엘

선사 ERP 시스템 표준 패키지 개발

2021년

우리카드

디지털채널구축시스템

2020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1단계 표준 UI 툴

2020년

호텔신라

글로벌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외 다수

2020년

교육부

교육부 교육정보화시스템 기능 강화 사업

2020년

KT

사회보험 EDI 사업

2020년

㈜소프트보울

SBGrid
FEATURE

‘Lazy loading’ 월등한화면반응속도

HTML5 웹 표준 기반 SBGrid를
선택하는 7가지 특장점

데이터 관리와 모니터링 의 최적화

화면 레이아웃을이용한손쉬운개발지원
그리드의효율적인코드작성‘코드 제너레이터’
보고서작성을위한 리포팅 툴과 손쉬운 연계
이종프레임워크와 종속성 없는 유연한 연동
제품품질강화를위한 제품 테스트 자동화

월등한 화면 반응성능, Lazy 로딩방식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대량데이터처리에브라우저의리소스는최소화하고 빠른결과데이터를출력할수있습니다.
Lazy loading

일반방식

V
S

Lazy
loading

Loading…

Loading…

일부 데이터가 로딩 되는 시점부터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모든 데이터가 로딩 완료 된 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시작

실제 데이터 로딩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 데이터 처리와
동일하나화면에서즉시반응함으로사용자의체감속도높음

데이터 관리와 모니터링
엑셀의 사용성 그대로 웹 브라우저에도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발하기
쉬운 언어와
다양한 API
제공

브라우저 데이터
그대로 엑셀파일로
변환 (다운로드/
업로드)

데이터 종류에
따른 데이터
정렬/다중 정렬

내가 설정한 세팅
값 그대로 볼 수
있는 개인화

보기 편한
방식으로 행/열
틀 고정

모든 웹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은
글로벌 웹 표준
그리드

원하는 값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Filtering/Sorting

보기 편한
방식으로 행/열
틀 고정

계층간 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트리 그리드

안정적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빠른 렌더링

직관적인 데이터
편집이 가능한
Drag & Drop

다양한 레이아웃 템플릿을 선택하여 소스코드를 바로 내려 받으세요
개발하고자하는페이지의레이아웃을다운로드, 소스코드수정으로개발시간을단축시킬수있습니다.
목록형

혼합형

탭형

생성하고자하는화면레이아웃을선택하여,템플릿을
다운로드 하거나 소스를 복사하여 화면 개발에
소요되는시간을단축시킬수있습니다.

그리드의 효율적인 코드 작성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코드 제너레이터’
생성될그리드를직관적으로확인하고자동생성된소스코드를붙여넣기하여손쉽게그리드를생성합니다.
Step02.컬럼명과데이터타입/사이즈설정
Step01.컬럼속성과속성값입력

Step03.그리드Preview생성
Step04. 소스코드출력

보고서 작성을 위한 리포팅 툴과 연계
그리드 데이터를 이용한 차트와 리포팅 툴을 연계하여 보고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드 데이터를 다양한 차트와 함께 출력
Stackarea

Tip!

✓그리드 조회 데이터를 서버를 통하지
않고 로컬에서 바로 보고서 생성 가능
✓변경/정렬 된 컬럼 데이터 그대로
리포트로 변환

Spline

‘보고서 생성’
클립 리포트
유비 리포트

Area chart

이종 프레임워크와 종속성 없이 유연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사 제품 및 외부 웹 라이브러리와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재활용성이 높습니다.

컴포넌트기반
그리드로써웹
표준성과유연성,
확장성을지향합니다.

Angular 연동 예제
React 연동 예제

제품 품질 강화를 위한 테스트 자동화 툴 ‘아르고스’ 적용
소프트보울은제품품질강화를목적으로셀레니움/Javascirpt등으로개발된 SBGrid전용테스팅툴(아르고스)를적용하여
사용자에서일어날수있는버그와에러에대한테스트를진행후제공하고있습니다.
Step1. Grid Test 시작페이지
✓ 제품 버전 / 테스트 환경 / 테스터 정보 입력
✓ 자동테스트 : 파라메터, 메소드, 프로퍼티 등 기본
속성 테스트
✓ 셀레니움 테스트 : 사용자 이벤트 테스트
✓ 수동 테스트 : 테스터가 임의의 수동 테스트

**

Step2. Grid Testing

Step3. Test 결과
✓ 테스트 결과 : 제품 버전과 브라우저 정보 / 전체메뉴
건수 / 검증메뉴 건수
✓ 테스트 상세 결과 페이지 출력**

검증 버전 히스토리

『Argos』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온 몸에
눈이 100개나 달린 거인의 이름으로,
제품 출시 전 엄격한 테스트를 거처
자체 품질강화를 위해 개발된 테스트
툴의 명칭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owendavey.com/Directory-of-Illustration-33]

테스트 항목

테스트 상세 결과

㈜소프트보울

SBGrid
Functions

680여 API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컬러테마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5가지 형태의 테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fault / Gray / Navy / light-blue / Simple)
Default

CSS

Gray

Navy

Simple

Dark

스타일시트를
수정하여 적용된
디자인을변경할수
있습니다.

엑셀의 사용자 경험을 그리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S Excel의 사용자 경험을 SBGrid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함수 기능
합산(SUM)

데이터 개수(COUNT)

드래그 자동 계산

영역평균(AVERAGE)

데이터 최대 값(MAX)

셀 데이터 연결 값(CONCAT)

데이터 Undo / Redo

데이터수정후‘되돌리기’/‘다시실행하기’기능제공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쉽게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최적화된 필터로 제공됩니다.

필터링 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최적화된
필터링 환경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값이 ‘숫자’일 경우
from to / and / or

데이터 값이 ‘문자’일 경우
Search / Check box

데이터 값이 ‘날짜’일 경우
Select all / Check box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을 뛰어 넘어 데이터의 복사와 붙여넣기를 자유롭게
데이터를 웹 그리드와 엑셀에서 상호 자유롭게 이동과 편집이 가능합니다.

Grid

Grid

EXCEL

그리드의 데이터를 Drag 또는 Copy하여 다른
그리드나 엑셀파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CEL

Grid

엑셀파일 내 데이터를 Drag 또는 Copy하여
그리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숫자의 합계/소계 데이터를 업무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산 로직 없이 소계 및 합계, 평균, 비율을 상단/하단에 표시합니다.
데이터 하단 표시

데이터 합계/소계

데이터 비율

데이터 상단 표시

데이터 평균

서로 다른 그리드의 스크롤 이벤트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두개의 그리드 중 한쪽의 그리드 스크롤을 이동하면 다른 그리드의 스크롤도 함께 이동됩니다.

예) 작년 실적 A그리드

올해 실적 B그리드

Tip!

비교하고자 하는 데이터 그리드 UI에
적합하며 마스터 그리드와 여러
개(1:n개)의 그리드에 적용이 가능하며,
행(Row)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사용 예 : 매출상세비교, 품목별 변동항목, etc…)

한쪽 그리드만 스크롤 다운

다른 쪽 그리드도 스크롤 다운

계층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트리그리드
데이터를 트리(계층형 구조) 그리드를 사용용도에 맞게 두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다이나믹 트리 그리드(동적 트리 구조)
Tip!

개발 시 응용하여 제공되는 기능
외에 데이터 구조의 추가/삭제
등의 편집도 가능합니다.

키워드 / 중복 데이터 트리 그리드

대량데이터를 페이징 처리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 DB 처리 없이 페이징(Paging) 처리가 가능합니다.

Page01

Data 100 ~
표기할 ‘행’의 개수 설정

Page02

Data 200 ~
Data 300 ~
Data …

Page…

Page End

Data 100,000,,,

보고자 하는 데이터 ‘페이지’ 이동

웹 그리드 데이터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데이터를 ‘엑셀’, ‘텍스트’, ‘CSV’, ‘Json’ 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Tip!

TEXT

CSV

EXCEL

JSON

엑셀데이터 그대로 웹 그리드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단에서 그리드 데이터, 스타일, 병합 정보를 업로드합니다.

EXCEL

POI의 모듈형태로 개발할 수
있으며 샘플화면을 제공 받아
개발 시 응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에 다양한 메뉴를 추가하여 데이터 편집을 손쉽게 하세요
그리드에서 마우스 우측버튼을 클릭하여 동작하는 컨텍스트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Tip!

제공되는 기능 외에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컨텍스트 메뉴에
추가/편집이 가능합니다.

㈜소프트보울

SBGrid
Reference

표준과 성능을 중요시하는 공공기관
업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 기업
업무시스템 개발에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SBGrid는 공공기관에 납품되어 전국민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접사이트에접속하여제품의성능과기능을검토해보실수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고용정보원

https://opn.gosims.go.kr/opn/ih/ih001/getIH001002QView.do

https://certi.keis.or.kr/qce/qceList.do

SBGrid는 공공기관에 납품되어 전국민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접사이트에접속하여제품의성능과기능을검토해보실수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d2b.go.kr/mainBidAnnounceList.do

농림축산식품부

https://data.mafra.go.kr/opendata/data/open/indexOpenDataList.do?service_ty=

급변하는 IT환경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 웹 그리드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SBGri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기업

기업

금융사

믿을 수 있는 품질 보증 제품
SBGrid는 TTA 시험테스트를 통과한 GOOD Software 1등급 인증 제품입니다.

7채널의 기술교육·개발지원 시스템으로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옴니채널 기술지원 시스템으로 제품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템플릿 제공

요청기능
샘플제작

SNS 지원

방문 교육/기술 지원

유선망 지원

▪ 온라인지원 :
▪ 제품 홈페이지
▪ 카카오톡 SNS :
▪ CS연락처 :

기능개선 제공

https://sbgrid.co.kr/document/api
https://sbchart.co.kr/
https://open.kakao.com/o/s1leIa0b
Tel : 070-4896-1901 / e-mail : cs@softbowl.co.kr

온라인지원

680여개 API의 다양한 기능

웹 표준 HTML5 데이터 그리드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