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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Non-ActiveX웹그리드
제품출시

Since 2013

지난 9년간
UI/UX개발 플랫폼회사로전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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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개발부문최우수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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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소프트보울

대표자 이태규

설립일 2013년 5월 15일

보유제품 SBUX, SBGrid, SBChart, SB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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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 신원빌딩 4층

2013~2015

2016~2017

2018

2019
2020

2021

• 대한민국소프트웨어
기술 대상 우수상 수상-
미래창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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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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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지방세1단계
표준UI개발 툴
선정(한국지역정보개
발원)

• SBChart 신 SW 상품
대상 추천작 선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웍
인증

• 세일즈인사이트 CRM 
번들링 협약 체결

• 중소기업중앙회 유공자
포상 수상

• 특허 등록 ‘지능형
입찰분석 시스템 및
방법’

• 차세대지방세2단계
지방세외수입
표준UI개발툴 선정

• 유알피 시스템 온-
나라시스템 협약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새로운개념의SBUx는웹표준을준수하며, 종속적이지않게손쉽게화면을개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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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유엑스/

웹 표준 / 유연성 / 확장성을 지향하는 글로벌 UI/UX개발플랫폼

Web Components

• 재사용이 가능한
SVG기반의 선명하고

차별화된 차트

• 국내 최초 HTML5기반
웹 그리드

• 680여개 API의
다양한 기능

• 40여종, 다양한 유형의 HTML5 
웹 표준 컴포넌트

Good Software 1등급 / 우수조달제품
대분류 : 04 - 소프트웨어

중분류 : 09 - 개발도구 및 번역S/W

물품분류번호 : 43232499

세부품명번호 : 4323249901

물품식별번호 : 23056325



SBUx 포지셔닝 철학

Atom
React

개발생산성을이유로비표준규격을준수해온 국내기존UI 화면개발툴과차별화하여, 
세계적추세인컴포넌트기반제품으로웹표준성/유연성/확장성을 지향합니다.

자체 개발툴
N제품 프레임웍

자체 개발툴
W제품 프레임웍

자체 개발툴
E제품 프레임웍

Sublime
Angular

VS Code
Vue.js

Vim
Svelte

Note pad
Preact

『출처 : https://paperform.co/blog/web-development-tools/
https://www.lambdatest.com/blog/best-web-development-frameworks/』

Great Web Development Framework & Tools Devs Actually 
Use in 2021

자체 개발툴
X제품 프레임웍

Any Editor
SBUx

+ Any framework

국내 개발환경
전용 UI프레임웍 / 개발툴

글로벌 개발환경
범용 UI프레임웍 / 개발툴



개발환경의
탈종속화

글로벌개발방식, 컴포넌트기반개발환경
- 변환방식의 국내 비규격 UI화면개발툴에 비해 새로운 시스템과 제품을

설계하거나 기존 시스템과 제품 관리부분에 비종속적
- 설계/개발/관리방법을 간소화하여 개발기간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

개발/운영의
유연성

미래지향적기술전망적용개발·안정적유지보수
- HTML Markup/JavaScript 형태의 직관적이고 친숙한 코드로 개발
- 외부 라이브러리와 신기술 적용에 유연한 대응
- E-Gov및 Eclipse IDE 개발자를 위한 Plug in 개발환경 지원 등 다양한 개발편의도구 제공
- 개발 편의성 증대 및 빈번한 인적 오류 방지

최종작업물의뛰어난퍼포먼스
- 객체 모델 생성과 렌더링의 특화된 기술로 브라우저 메모리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웹 페이지 로딩의 최적화 실현
- 데이터 분할 표현처리를 통한 빠른 응답속도 및 데이터의 조회, 필터링 및 연산

시스템의
최적화

고객지원
차별화

- 고객중심으로 모든 채널을 통합·연결된 교육 및 개발지원
- 7채널 기술지원 시스템으로 제품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신속한 서비스 제공

옴니채널기술지원시스템

SBUx
FEATURE



미래지향적 기술전망 적용개발·안정적 유지보수
외부라이브러리와최신기술과유연한연계가능하여풍부한UI/UX 가능합니다.

Control Components

/ 자료의 입력, 선택 , 표시 등의 데이터 생성 및 제어 /
Input , TextArea, Label, Button, Datepicker, Select,

Checkbox, Dropdown, Listbox, Radio, Slider, Spinner

Pop-up Components
/윈도우 창이나 모달 창 등의 팝업 생성 및 제어/

Window, Modal

Layout Components
/화면 구성 등의 배치 생성 및 제어/
TabStrip, Carousel, Accordion

Visualization Component
/ 데이터의 시각화 /

SBChart(*), SBViewer(*)

Navigation Components
/ 화면 이동, 변환 등의 움직임 생성 및 제어 /

Contextmenu, Menu, Side Menu, Floating

Data Components
/ 데이터를 나열하거나 구조화 /

Tree, Gallery, Fileupload, DataStore, SBGrid(*)

Notification Components
/사용자를 위한 알람이나 힌트 등의 메시지/

Tooltip, Popover, Alert, Progress Bar



미래지향적 기술전망 적용개발·안정적 유지보수
Pure HTML5 표준, Markup/JavaScript 형태의 직관적이고 친숙한 코드의 개발 구조로
접근이 쉽고, 40여종의 컴포넌트와 API 속성으로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합니다.

개발/운영의
유연성

HTML5 웹표준
(W3C, RFC, ECMA 등) 준수

<sbux-input id=“sbIdx1” name=“sbTagNm1” uitype=“text”></sbux-input>

<div id=“sbArea1”></div>
<script>

$(document).ready(function(){
$(‘#sbArea1’).sbInput({

name : ‘sbScriptNm1’,
uitype : ‘text’

});
});

</script>

웹 개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HTML Markup

웹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jQuery plug in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W3C CSS Validation Service

RFC 8259/7159, ECMA-404 JSON

HTML Markup / 
JavaScript 형태의개발

IDE 개발자를위한Plug in 지원

HTML에서 SBUX Tag의 코드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

Eclipse IDE 개발자를 위한 Plug in 개발환경 지원

개발 편의성 증대 및 빈번한 인적 오류 방지



글로벌 개발 방식, 컴포넌트 기반 개발환경
변환과정 없이 라이브러리 그대로 개발하여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어 새로운 시스템과
제품을 설계하거나 기존 시스템과 제품 관리부분에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개발환경의
탈종속화

벤더가제공하는컴포넌트만사용

개발도구를위한교육필수→개발자수급문제발생

프로젝트프레임워크로전체로구성되어무겁고종속적임

?

?

?

전자정부프레임웍호환인증
Level1

XFDL

XML

XRW

비표준

HTML

HTML
형태

HTML

웹표준

V자체IDE 화면제작도구

S 컴포넌트중심개발

개발과운영이동일하여리소스가적으며유지보수용이

성능개선/기능추가편리하며유지보수/관리비용절감

최신기술과연계하여풍부한UI/UX 표현가능

HTML

웹표준

전자정부프레임웍호환인증
Level2

HTML

OK

변환
없음

(외부 라이브러리 필요 없이 호환)(외부 라이브러리 추가하여 호환)



최종 작업물의 뛰어난 퍼포먼스
시스템의
최적화

객체 모델 생성과 렌더링의 특화된 기술로 브라우저 메모리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웹 페이지 로딩의 최적화 실현

‘40종컴포넌트
동시호출’
메모리 21MB
CPU4%
로딩속도1.5초

가장많이인용되는
RFP규격29개항목

모두합격



옴니채널 기술지원 시스템
고객지원
차별화

고객중심으로 모든 채널을 통합·연결된 교육 및 개발지원
7채널 기술지원 시스템으로 제품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신속한 서비스 제공

유선망 지원

방문 교육/기술 지원

템플릿 제공 요청기능
샘플제작

기능개선 제공

온라인지원

SNS 지원

고객중심
7채널
기술지원
시스템



SBUx는 웹 표준 HTML5 기반 UI/UX 플랫폼으로,
모든범용웹브라우저에서동일한기능과뷰를제공합니다.

하나의소스로
모든웹환경에
적용가능한

UI/UX플랫폼

웹 표준 OSMU/OSMD로 브라우저 파편화의 완벽한 대응!
SBUx는모든디바이스와어떤웹브라우저, OS에서도동일하게동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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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비그리드/

Since 2013

다양한
데이터의 표현 사용자 UX 향상

외부 인터페이스
유연한 연동

확장된 기능으로
사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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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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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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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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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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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비중을차지할정도로중요도가높은컴포넌트임으로 성능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업무화면 인터페이스에서 Grid의 중요성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내가 설정한 세팅
값 그대로 볼 수
있는 개인화

데이터 종류에
따른 데이터
정렬/다중 정렬

보기 편한
방식으로 행/열
틀 고정

원하는 값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Filtering/Sorting

개발하기
쉬운 언어와
다양한 API 
제공

브라우저 데이터
그대로 엑셀파일로
변환 (다운로드/ 
업로드)

계층간 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트리 그리드

보기 편한
방식으로 행/열
틀 고정

모든웹환경에
종속적이지않은
글로벌웹 표준

그리드 직관적인 데이터
편집이 가능한
Drag & Drop

안정적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빠른 렌더링

데이터 관리와 모니터링
Since2013!국내최초HTML5 기반Non ActiveX 데이터그리드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Loading…

모든 데이터가 로딩 완료 된 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시작

일부 데이터가 로딩 되는 시점부터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Lazy loading

실제 데이터 로딩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 데이터 처리와
동일하나화면에서즉시반응함으로사용자의체감속도높음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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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일반방식

S Lazy
loading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개발 시 응용하여 제공되는 기능
외에데이터 구조의 추가/삭제
등의편집도 가능합니다.

Tip!

다이나믹 트리 그리드(동적 트리 구조)

키워드 / 중복 데이터 트리 그리드

계층의구조를한눈에파악할 수 있는 트리 그리드
데이터를트리(계층형구조) 그리드를사용용도에맞게두가지유형으로제공됩니다.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엑셀데이터 그대로 웹 그리드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거치지않고클라이언트단에서그리드데이터, 스타일, 병합정보를업로드합니다.

TEXT CSV

JSONEXCEL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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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웹 그리드 데이터를로컬스토리지에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데이터를‘엑셀’, ‘텍스트’,  ‘CSV’, ‘Json’ 형식으로다운로드합니다.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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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컨텍스트 메뉴에다양한메뉴를추가하여 데이터 편집을 손쉽게 하세요
그리드에서마우스우측버튼을클릭하여동작하는컨텍스트메뉴를설정할수있습니다.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목록형

생성하고자하는화면레이아웃을선택하여,템플릿을
다운로드 하거나 소스를 복사하여 화면 개발에
소요되는시간을단축시킬수있습니다.

혼합형

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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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Step01. 컬럼속성과속성값입력

Step02. 컬럼명과데이터타입/사이즈설정

Step03. 그리드Preview 생성

Step04.  소스코드출력

그리드의효율적인코드작성과오류를방지하기 위한 ‘코드 제너레이터’
생성될그리드를직관적으로확인하고자동생성된소스코드를붙여넣기하여손쉽게그리드를생성합니다.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Stackarea

Area chart

Spline
‘보고서생성’

클립 리포트

유비 리포트

✓그리드 조회 데이터를 서버를 통하지
않고 로컬에서 바로 보고서 생성 가능

✓변경/정렬 된 컬럼 데이터 그대로
리포트로 변환

Tip!

그리드 데이터를 다양한 차트와 함께 출력

보고서 작성을 위한리포팅툴과연계
그리드데이터를이용한차트와리포팅툴을연계하여보고서의품격을높일수있습니다.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컴포넌트기반
그리드로써웹

표준성과유연성, 
확장성을지향합니다.

Angular 연동 예제

React 연동 예제

이종프레임워크와종속성없이유연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사제품및외부웹라이브러리와자연스럽게연동되어재활용성이높습니다.



데이터관리와모니터링

**

Step2. Grid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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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Grid Test 시작페이지

**

✓테스트 결과 : 제품 버전과 브라우저 정보 / 전체메뉴
건수 / 검증메뉴 건수

✓테스트 상세 결과 페이지 출력

Step3. Test 결과

테스트 항목

검증 버전 히스토리

테스트 상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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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품질강화를 위한 테스트 자동화 툴 ‘아르고스’ 적용
소프트보울은제품품질강화를목적으로셀레니움/JavaScirpt등으로개발된 SBGrid전용테스팅툴(아르고스)를
적용하여사용자에서일어날수있는버그와에러에대한테스트를진행후제공하고있습니다.



     

웹표준규격으로국내에서개발된차트솔루션
최적의 데이터시각화솔루션

/에스비차트/

해상도와관계
없는고품질화질

개발자 친화적
제품

학습 용이성 및
확장성

높은 수준의
애니메이션
지원



최적의데이터시각화솔루션

브라우저를확대하거나모바일에서도
선명한그래픽유지합니다.

Saleable Vector Graph를 사용하여

UMD(Universal Module Definition) 명세를지원하기 때문에 AMD 
(Asynchronous Module Definition)와 CommonJS 도 사용 가능하여
다양한형태의개발이가능합니다.

✓모듈화의필요성

✓코드의구조화

✓모듈간의의존성 해결

✓스크립트로딩최적화

✓재사용성향상

AMD
브라우저 중심

설계규약

CommonJS
서버사이드 중심

설계규약
개발자
중심

해상도와 관계 없는고품질화질
확대/축소해도번짐없는깨끗한그래픽제공

규격의 모듈화로개발자친화적구조
규격화된모듈로개발자중심의다양한개발방식제공



최적의데이터시각화솔루션

Just Link!, CSS&JS

<link rel=“stylesheet” href=“sbchart.css”>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sbchart.js”></script>

CSS와JS 링크만으로사용준비완료
Rendering
HTML Element와간단한코드로
차트렌더링

<div id=“chartWrap”></div>
Var chart = sb.chart.render(“#chartWrap”,{

data : {
columns: [

[“data”, 5,2,3,4,5,6],
[“data”, 15,12,13,14,15,16],
[“data”, 25,22,23,24,25,26],

]
}

});

• Show / Hide
• Size
• Colors Pattern
• CSS Class
• Data Label
• Legend Labels, Position 
• Axis Label, Padding, Min
• Tick Rotation
• Categories

• Zerobased
• Title
• Tooltip
• Bar Width
• Point
• Arc Spacing
• Radius
• Accessibility Pattern

차트옵션을이용하여
다양한표현이가능합니다.

구조화된명확한JSON Object 값을지정, 
변경함으로써손쉽게차트를표현할수있습니다.

Step
01

Step
02

쉽고 빠르게미려한대시보드연출
익숙한방식의API 와구조화된옵션제공



최적의데이터시각화솔루션

적녹맹컬러가
검토된표준에서

모노톤& 패턴스타일을
제시할수있습니다.

스타일시트를
활용하여적용된

서체/간격/색상등의
디자인을변경할수

있습니다.

CSS

시각약자를 위한 배려
배경패턴적용이가능하여시각장애인을위한웹접근성을보장합니다.

고객사화면표준을반영할 수 있는 커스텀 차트
포토샵에서그린화면대로웹브라우저에서도동일하게구현이가능합니다.



SBUx
주요 레퍼런스

표준과성능을중요시하는공공기관업무시스템및
대민서비스/기업업무시스템개발에성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급변하는 IT환경과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UI/UX플랫폼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SBUx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기업 기업

금융사



기관 및 업체명 사업명 도입시기

서울특별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2021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구축 202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가명데이터 결합시스템 구축 202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02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1차 구축 2020

서울교통공사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0년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 구축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년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 2020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국가농작물 병해충관리시스템 구축 2020

국토교통부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2020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 감염병 위기관리모듈 구축 2019

질병관리청 결핵에이즈관리과 시스템 2019

SBUx는2016년최초출시하여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철도공사차세대KOVIS등
대형프로젝트를비롯한다양한프로젝트에적용되어있으며, 종속성을탈피한웹표준개발을지향하는
기관을중심으로빠르게확산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

기관 및 업체명 사업명 도입시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2019

한국전기안전공사 차세대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 구축 2019

한국해운조합 전산매표 정산시스템 전면개편을 위한 개발툴 및 기술지원 201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교부세 자료관리리스템 구축 2019

행정안전부 안전기준등록관리시스템 구축 2018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 분석시스템 구축 2018

서울특별시 승용차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사업 201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2017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2016

한국철도공사 차세대 KOVIS 구축 2016

통계청 대한민국 인구총조사 시스템 (2015년, 2020년) 2015



믿을 수 있는품질보증제품
SBUx는TTA시험테스트를통화한Good Software 1등급인증제품입니다.

GS1등급 인증 KETI 시험성적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확인서[Level2]



HTML5 웹표준컴포넌트기반개발방식

UI/UX웹어플리케이션개발플랫폼

v2.6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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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지원 :
▪ 제품 홈페이지 :
▪ 카카오톡 SNS :

▪ CS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