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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UI 툴전문기업 (주)소프트보울



SBGrid V2.5

SBGrid는 국내 유일 순수 HTML기반 제품으로 웹 표준 준수, 

높은 성능, 안정성과 기술지원, 생산성 및 특화기능 등 다양한

차별점을 보유

국내 최초 웹 그리드 솔루션



국내 최초 웹 그리드 출시(Since 2013)01

SBGrid는국내최초로웹표준으로 개발된 no-plugin 제품으로 N-Screen이 가능하고자체기술로

개발된 국산제품이므로 기술지원 및국내환경에 맞는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SBGrid의 특징

01 Multi Device/Multi Browser를 통한 One Web 구현

02 강력한 기능 및 높은 생산성을 통한 개발자 만족도 제고

03 Non-ActiveX HTML5 및 Java Script로 개발 적용

04 빠른 조회 및 로딩 속도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리한
  기능

사용자   
   기능

다양한    
표현 기능

 리한
       

기능



SBGrid01

다양한 데이터
표현 기능

• 다양한 열 유형 지원

• 다양한    포맷 및 유형

• 말줄임(Ellipsis) 기능

• 툴팁(Tooltip) 뷰 기능

•    필 링

• 피벗 테 블 구성

• MS Excel 파일 읽기 및 저 

• XML 및 JSON    연동

• 컨텍 트 메뉴 기능

• 타 솔루션 연동(리포팅 툴 등)

사용하기 편한
확장 기능

•    정렬(Sort)

• Cell 병합(Merge)

•  분 합계(Subtotal) / 누계처리

• 트리뷰(Group) 지원

• 사용자 정의 수식

• 행간 자동 순번(Sequence)

사용자 UX 향상 기능

•  리한 설정기능

• 열 단위  동(Move)

• Drag & Drop 지원

• 틀 고정(Fixed)

• CSS지원(테마 구성)

• Cell안에 HTML 표현

편리한 외부

인터페이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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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분야 1위

그리드 툴 제조사 TOTAL

소프트보울
금액 908,620,000

점유율 63%

I 사
금액 442,134,000

점유율 31%

W 사
금액 80,960,000

점유율 6%

합계 금액 1,431,714,000

※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시장점유율 ※ 
※ 최근 누적 시장점유율 ※

※  기 점유율은 조달청 나라  쇼핑몰에 등록된 그리드 분야의 객관적    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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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소프트보울

63%

그리드 툴 실적 비교



그리드분야 1위

소프트보울 'SB그리드' 나라쇼핑몰 그리드시장 '1위' 차지
최종수정 : 2018-02-28 17:20:25

소프트보울의 'SB그리드(Grid)'가 나라장터 조달쇼핑몰 시장에서 점유율 56%를 달성했다.

소프트보울은 웹그리드 제품인 자사의 SB그리드가 프로젝트 건수 기준으로 그리드 분야 시장 점유율 56%, 계약 금액 기준으로 54%를 차지하며 시장

1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그리드는 웹 개발 시 빅데이터를 쉽게 처리·표현하는 핵심 개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번 소프트보울의 점유율 기록은 나라장터 조달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른 결과다.

현재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솔루션에 대해 미리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각 솔루션 별 시장 점유율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일부 회사가 자사를 1위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라장터 조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솔루션의 프로젝트 명과 계약금액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소프트보울의 제품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소프트보울 대표는 "2013년 국내 최초로 논액티브엑스(Non-ActiveX) 기반의 그리드 제품인 SB그리드를 출시해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제품에

반영하고 기술지원 수행 조직인 '감동팀'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소프트보울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SB그리드를 비롯해 웹 UI 개발 제품인 SBUx 역시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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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troseoul.co.kr/news/newslist/reporter?id=yuni2514@metroseoul.co.kr
mailto:yuni2514@metroseoul.co.kr


SBGrid 특징03

웹 표준 준수

• HTML, CSS, JavaScript 사용

• No-plugin, N-Screen

• JSON/Araay    표현

• 국제표준화기구 W3C 가입 활동

• 별도의 코딩없 간단한 설정으로 다양

한 기능 사용

• Excel 연동, Sort, Merge, 누계, 합계, 사

용자 수식 등 제공

• 손쉬운 3-Party 리포팅 툴 연계

안정성과 기술지원

• 자체 기술로 개발되어 기술지원 용 

• 커 트마 징 지원

• 방문지원 및 유선 지원

• GS  증 제품

높은 성능

•    분할 표현 처리를 통한 성능   

• 경쟁 제품대비 빠른 성능 제공

• Active-X 제품에 준하는 성능 및 기능 제공

생산성과 업무 환경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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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Grid 특장점04

편리한 CRUD 사용자

- 다양한  집 컨트롤 제공 및

CRUD 개발용 API 제공

필터링

-    sorting, filtering 기능 제공

정렬 / 다중 정렬

- 싱글 컬럼, 멀티 컬럼 정렬 기능

- 서버   징 방식 개발 관련  벤트 및

파라메 값 제공

페이징

- 그리드 자체   징 제공,  서버   

징 방식 개발 지원

-  크롤  벤트를 통한 Lazy Loading 

구현

행 / 컬럼 고정

- 옵션처리를 통한 행/컬럼 고정 처리

셀 자동 병합

- 행/컬럼 값에 따른 셀 자동 병합

- 열 병합 후 행 병합, 행 병합 후 열 병합

등 다양한 옵션 제공

엑셀 내보내기 / 가져오기

- 엑셀 파일 저 및 엑셀파일을 그리드

로 로딩 기능

-    압축으로 고성능 제공

그룹핑 / 트리

- 지정한 행들을 그룹화 하는 그리드

Grouping 기능 제공

- 별도 트리기능 제공

개인화 기능

- Local Storage를 통한

컬럼 정보 등 개 화 기능 제공

컨텍스트 메뉴

- 마우 우 클릭을 통해 오픈되는

컨텍 트 메뉴 제공



웹 개발에서의 UI와 Grid

전체UI영역

영역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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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의핵심요소 Grid는화면개발에서Multi-Record를처리하는개발도구로특히, 국내환경에서많 사용되고있습니다. 

• 웹개발에서화면개발의 70%라면, 화면개발중 Grid의비중 대 분을차지할정도로비중 대단히높기때문에성공적 프로젝트를위해매우중요합니다. 



예제가 포함되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 문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리드 API

참고코드

참고코드가 적용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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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제공(목록형, 혼합형, 탭형)07

28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템플릿



주요 세부기능08

Visualization Components



주요 세부기능08

파일 다운로드



주요 세부기능08

파일 업로드



주요 세부기능08

컨텍스트 메뉴(contextmenu)



주요 세부기능08

그룹핑



주요 세부기능08

필터링



주요 세부기능08

페이징



주요 세부기능08

소계 및 합계



주요 세부기능08

트리



이벤트

•  벤트 바 드

•  벤트 바 드 해제

• 바 드된  벤트 실행

• 마우 휠 동작  벤트

• 마우 버튼 Down  벤트

• 마우 버튼 Up  벤트

• 마우 동작  벤트

• 마우 그리드 Enter  벤트

• 마우 그리드 Leave  벤트

• 마우 클릭  벤트

• 마우 더블클릭  벤트

• 키보드 키 Down  벤트

• 키보드 키 Press  벤트

• 키보드 키 Up  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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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이벤트

• 복사  벤트

• 붙여넣기  벤트

•    변경  벤트

•    입력  벤트

• checkbox  벤트

• 버튼 클릭  벤트

•  크롤  벤트

• refresh() 실행 전  벤트

• refresh() 실행 후  벤트

• rebuild() 실행 후  벤트

• 행 포커  동 시  벤트

• 열 포커  동 시  벤트

• 셀 영역 마우 포커  벤트

• 정렬  벤트

• 필 링 실행 후  벤트

•   징  벤트

• Drag&Drop  벤트

• 열 너비 조절 후  벤트

• 드래그를 통한 행  동 시  벤트

• 드래그를 통한 열  동 시  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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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Generator

https://www.sbgrid.co.kr/resources/code

코드보기와 실행

코드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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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생성 코드를 만들어 주는 개발자 편의기능

https://www.sbgrid.co.kr/resources/code


구축사례 및 레퍼런스



구축사례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02



구축사례2 : 국방전자조달시스템02



구축사례3 :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포털02



최근 5년간주요적용프로젝트03



주요레퍼런스

사업명 도입시기 기관 및 업체명 분야

자금관리통합시 템(CATUS) 고도화 2019 IBK 기업은행 금융

디지털채널구축시 템 2019 우리카드 금융

질병관리본 결핵.에 즈관리과 시 템 2019년 질병관리본 공공

공항소음정보시 템 고도화 2019년 한국공항공사 공공

EOC구축 사업의 웹 UI납품 구축 2019년 질병관리본 공공

전산매표 정산시 템 전면개 을 위한 개발 툴 및 개발 기술지원 2019년 한국해운조합 공공

사내벤처3팀 추진 서비 구축 2019년 케 엘넷 기업

차세대 시 템 구축 2019년 행정공제회 공공

신재생보급시 템 구축 2019년 에너지공단 공공

전사 표준 툴 납품 (마일리지시 템, 신라 팟  ) 2019년 호텔신라 기업

 구주택총조사 통합관리시 템  용소프트웨어 구매 2019년 통계청 공공

The K 프로젝트 비대면 시 템 구축사업 2019년 KB국민은행 금융

공정거래위원회 집단기업 포털시 템(2단계)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정보시 템사업 그룹웨어 연동 시 템구축 2018년 대성산업 기업

증강현실콘텐츠개발 2018년 동국대학교 학교

글로벌평가시 템 재구축용 2018년  크레더블 기업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 템구축 2018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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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레퍼런스

사업명 도입시기 기관 및 업체명 분야

현대글로비 아난타푸르법 (GIA)  프라 구축 2018년 현대글로비  도 법 기업

안전기준등록관리시 템 구축사업 2018년 행정안전 공공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 템 고도화(클린아 ) 2018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

공정위 기업집단포털시 템 고도화 사업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공공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단 사업 2018년 기획재정 공공

한국연구재단 SBGrid도입 2018년 한국연구재단 공공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분석시 템 구축 사업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공공

행정안전 안전기준 등록관리시 템 구축 2018년 행정안전 공공

통일 북한 권종합정보시 템 구축 2018년 통일 공공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시 템 구축 사업 2017년 서울시 공공

현대글로비 중국합자법 (북경) GCS시 템 구축 2017년 현대글로비 기업

출연연 4차 재정시 템 구축 2017년 경제 문사회연구회 공공

질병관리본 표준 그리드 툴 도입 2017년 질병관리본 공공

한국생산성본 자격정보시 템 구축 2017년 한국생산성본 공공

금융결제원 CLS 웹      개선사업 2017년 금융결제원 공공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시 템 구축 사업 2017년 서울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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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레퍼런스

사업명 도입시기 기관 및 업체 명 분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합정보시 템 고도화 2016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

서울시 생활복지시 템 사업용 UI툴 및 리포팅툴 2016년 서울시 공공

한국정보화진흥원 차세대시 템 구축 2016년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 e-호조 기능개선) 구축 2016년 기획재정 공공

자치단체 통합   넷원서접수시 템 재개발 2016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

농식품 맞춤형 통합정보시 템 구축 2016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공

여성가족 폭력예방교육시 템 2016년 여성가족 공공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시설 통합정보시 템 구축 2016년 한국교육개발원 공공

국민안전처 통합재난 안전정보체계  대고도화 2016년 국민안전처 공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천공항 특송물류센 전산 비 2016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공공

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검정시 템 2016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공

한국씨티은행 모바일뱅킹 전면구축 2016년 한국씨티은행 금융

경찰청 UI툴 도입 2016년 경찰청 공공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KIST 고도화 사업 2016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

북경오토에버시 템즈유한공사 UI툴 도입 2016년 북경오토에버에버시 템즈 기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 템 구축사업 (e-나라도움) 2016년 기획재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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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레퍼런스

사업명 도입시기 기관 및 업체명 분야

기획재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 템 구축사업 2016년 기획재정 공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 안전규제 2016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공

한국철도공사 차세대 KOVIS 구축 2016년 한국철도공사 공공

국립암센 SBUx 도입 2016년 국립암센 공공

서울특별시 법 ,시설관리시 템 구축 2015년 서울특별시 공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합시 템 전면개 구축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공

GMX(글로비 멕시코 법 ) 통합서버구축 2015년 현대오토에버 기업

글로비 호주법 완성차 물류시 템  프라 구축 2015년 현대오토에버 기업

교육정보시 템 고도화 2015년 교육 공공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종합관리시 템 구축 2015년 한국환경공단 공공

한국정보화진흥원 정 지식공유 용기반 고도화 2015년 행정자치 공공

   베  주민등록번호 정비 및 품질개선 구축용 2015년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공

차세대 원격연수 학습관리시 템 구축 2015년 한국금융연수원 공공

KREI 통합정보시 템 전면 개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공

표준 그리드 툴 도입 2015년 케 씨씨 기업

한국에너지 기술원 IP경영시 템 구축 2015년 한국에너지기술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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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웹UI 툴전문기업 (주)소프트보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