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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없이 Excel로 만드는 비즈니스 웹 빌더



원클릭으로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오픈해 보세요.

Forguncy 서버 프로그램 설치만으로 모든 서버 세팅을 한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Forguncy 빌더에서 작성한 디자인을 HTML, CSS, JavaScript로 자동 렌더링 합니다.

Forguncy를 통해 쉽고 빠르게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로

여러분의 웹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 원클릭 배포설치형 서버

Excel 함수, 차트, 조건부 서식, 셀 

병합 등 Excel의 모든 기능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보세요.

화면 구성에 필요한 버튼, 체크박스, 

바코드, 파일 업로드, 달력 등 다양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JavaScript, CSS, 

Web API와 다양한 플러그인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확장해보세요.

Excel 호환 다양한 UI 컨트롤 확장성

코딩 없이 Excel로 만드는 비즈니스 웹 사이트

HTML, CSS를 몰라도 Excel로 쉽고 빠르게 화면 디자인 및 로직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MS Excel 양식을 그대로 웹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화면 디자인 및 로직 개발이 쉬워집니다.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Forguncy로 쉽고 빠르게 

통합해 보세요.

ONE

HTML, CSS를 몰라도 

Excel로 쉽고 빠르게 화면 

디자인 및 로직 개발이 

가능합니다.

YES

Excel Spread 기능만으로

웹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SPREAD



아직도 Excel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면

Excel 파일을 Forguncy에 통합하고 

관리하여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보세요.

양식을 만들고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보세요.

매출, 생산, 예산, 총무, 인사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소요되는 수 천, 수 만 

시간을 아껴 생산성으로 전환해보세요.

문서나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반복되는 데이터 취합
작업에 지치신다면

전문적인 개발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Forguncy를 통해 비용과 개발 

시간을 단축해보세요.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보세요.

더 이상 기존 관리 시스템과 타협하지 

마세요. 회사 고유의 업무 프로세스와 

부합되는 솔루션을 직접 개발해 보세요.

높은 소프트웨어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면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하다면

업무 개선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지 못하셨다면

F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Forguncy로
쉽고 빠르게 통합이 가능합니다.

ODBC

Forguncy 
DataBase

기존 Excel과 Access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cel / Access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사용해보세요.

Oracle, Microsoft SQL, MySQL, ODBC, MariaDB, SQLite를 지원합니다.

DataBase

Excel과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Forguncy DataBase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