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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Application Development Tool

Easy and Powerful

Forguncy



? 기업의 데이터 관리, 왜 어려울까요?

모든 회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패키지 소프트웨어

판매관리, CRM 등 특정 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부족합니다. 개별 기업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업 고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
외주 개발로

쫓아갈 수 없는

시장의 빠른 변화

외주 개발 프로젝트는 주기가 길어서 기업의 변화와 발전 및 외부 경쟁 환경과 

내부 구조 변화를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시스템화를 위한 외주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Excel 기반

데이터 관리의

한계

아직 많은 기업이 Excel로 정보를 관리하지만 다자 간의 협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버전의 데이터가 메일과 서버에 분산되어 효과적인 관리도

어렵습니다.3



Forguncy는 기업 정보 시스템의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시각화 된 Excel 기반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지원 기술을 통해 주문부터 온라인 결제 기반의 

HTML5 웹 앱은 물론, 기업의 커스터마이징 요구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수 주 안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Forguncy
Web Application Development Tool

Forguncy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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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uncy는 GrapeCity에서 직접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입니다.

개발자와 유저들이 시각화된 제작 툴을 이용하여 웹 앱 프로그램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유저는 도형 컨트롤로 업무 프로세스, 로직, 데이터 모델 등을 만들어 정보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수행합니다.

Web Application Development Tool
시각화된 디자인 툴을 통해 기업의 웹 앱을 빠르게 생성합니다.

Forguncy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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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Forguncy 디자인은 Excel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cel만 다룰 수 있으면 사용이 손쉽기 때문에 학습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기존의 Excel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고, Excel 수식, 도표, 서식과 호환되며 

템플릿만 도입하면 웹 앱이 즉각 생성됩니다.

시각화된 디자인으로 Excel만 사용할 줄 알면

웹 앱 개발이 가능합니다.

시각화된 디자인 툴을 통해 기업의 웹 앱을 빠르게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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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Forguncy는 커스텀 능력이 뛰어나 모든 데이터 표, 버튼, 위치, 프로세스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기업의 특징에 맞게 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Forguncy의 일관된 아키텍처에 기반하여 기업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보화 구현이 가능하고, 온라인 접속 후 언제든 수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쉽게 앱을 만들 수 

있고 유지보수도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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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Forguncy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PC, Tablet, Mobile 등  모든 기기에서 접속

하여 모바일 오피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Forguncy는 모듈화된 플러그 매커니즘, 오픈 API를 통해 외부 앱에 직접 접속하는 

등 무한한 확장성으로 플랫폼 기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를 엽니다.

PC

Tablet Mobile

개방된 플랫폼, 뛰어난 확장성과 시스템 통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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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데이터 수식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다양한 셀 타입

조건부 서식

설계기능

Excel과 Access의 데이터 임포트

Excel 데이터 수식 호환

기존의 Excel과 Access 및 다른 문서 파일의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며 기존 데이터 편집이 편리합니다.

제공된 다양한 셀 타입을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Excel 조건부 서식을 통해 중요한 데이터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cel을 Forguncy 테이블로 생성

Excel을 Forguncy 페이지로 생성

Access를 Forguncy 테이블로 생성

문서파일을 Forguncy 테이블로 접근

제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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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확인

보고

사용자 관리

소형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제공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지정 특성, 사용자 관리, 조직 구조 및 기타 세부적인 

관리 및 사용자 역할 등의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령 기능

335종의 Excel 함수 지원 페이징된 데이터 로딩

도표 지원 기능

데이터 관리

수십 종의 명령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Excel 함수를 지원하여 함수명 입력 시 자동완성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Excel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서버에서부터 페이징하여 로딩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표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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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Excel 오프라인 입력 PDF 보고서 인쇄

오프라인 입력 및 인쇄

워크플로우6

리스트 프린팅

PDF 내보내기 폼 프린팅

웹페이지 커스터마이징

권한 관리

데이터 안전 사용자 권한

서버 데이터 권한 설정, 권한 이행, 필드 권한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권한 시스템을 통해 정교한 관리가 가능하고 일반 

인증, 윈도우 인증과 외부 시스템 통합 인증을 지원합니다.

Excel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춰 워크플로우를 자체 제작 할 수 있어 더욱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쉬운 프린트 방식 제공

완벽한 사용자 관리

편리한 그룹 관리

웹페이지를 통한 손쉬운 권한 제어

xls, xlsx 문서 서식 지원

템플릿 자체 정의 

빠른 Excel 데이터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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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직접 설계한 스마트폰 화면을 통

해 새로운 업무를 실시간으로 파

악할 수 있는 등 모바일 오피스

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설계된 문서들은 버전

관리가 가능하여 다수의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

니다.

쉬운 배포

배포 및 유지보수

확장성

스마트폰 지원 협력 개발

8

서버 배포

플러그인 개발 기능 확대

서버에서 독자적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배포가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플러그인을 추가하면 시스템 기능 확대가 가능하고, 메뉴, 

트리 구조, 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JS, CSS 등의 문서를 새로 만들고 관리가 가능

하며 Web API를 제공합니다.

버튼 하나로 배포 가능

자동 백업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 가능

HTTPS SSL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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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정보 시스템

택배 정보 관리 시스템

기업은 택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Excel 기반의 택배 정보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택배의 수발송 

효율을 높이고 비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통계, 분석표를 통해 관리자가 경영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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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기업 내부 정보 시스템

기업 내부 정보 시스템

CRM은 기업의 업무 상황에 따라 시스템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온라인 접속 후 즉시 추가, 삭제 등이 가능합니다. 

CRM 시스템에는 고객 정보 관리, 담당자 관리, 주문 관리, 제품 관리, 활동 관리, 비즈니스 관리 등이 있습니다.

CRM 시스템

본 시스템은 기업의 사무용품 계획 수립, 구매, 배포 및 보관을 도와 관리를 수월하게 해주고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을 

높입니다. 재고, 배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재고 부족 시 구매 알림을 제공합니다.

사무용품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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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기업 내부 정보 시스템

높은 수준의 회원 관리 시스템은 회원 현황과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시장 전략을 수정하며 회원 수와 충성도를 높여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회원센터, 회원관리, 포인트, 회원분석 등의 툴을 제공합니다. 

회원관리시스템

본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직원 정보의 전자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기본 정보를 분류, 기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를 이용해 관리자가 기업의 인력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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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커리큘럼 예약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기본 정보, 전체 수업 편성과 교사 배치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예약, 수업 서명과 통계표 생성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교사와 학생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커리큘럼 예약 시스템교육 사업

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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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부동산업 / 의료보건

외래 환자 시스템은 외래 비용, 수납, 처방 등의 프로세스를 돕는 통합 진료 프로세스를 제공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 대기표, 의사 외래, 수납,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보건 - 외래 환자 시스템

중개 회사는 부동산 중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일상 업무와 행정 사무에 대한 정보 관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경영 현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 고객관리, 계약관리, 사무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부동산업 - 부동산 중개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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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스프레드시트 컨트롤 

차세대 JavaScript/HTML5용 그리드/차트 컨트롤

.NET 플랫폼을 지원하는 강력한 엑셀 UI 컨트롤

모든 .NET 플랫폼에서 그리드, 차트 등 100가지가 

넘는 UI 컨트롤을 지원

다양한 리포팅 타입을 지원하는 .NET리포팅 컨트롤 

.NET Product

JavaScript / HTML5 Product

그레이프시티는 세계 최대의 컴포넌트 공급업체로 Microsoft사의 Gold Certified Partner이자 최고의 

Visual Studio Industry Partner입니다. 1980년에 본사를 설립한 이래 전 세계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8개국 13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레이프시티는 ComponentOne, Wijmo, Spread, ActiveReports 등 다양한 주력제품을 가지고 모든 

개발자들에게 최첨단의 개발자 도구와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한글화, 한글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부가지원을 통하여 한국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회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707 (관양동 아크로타워) 그레이프시티(주)

전화 : 070-4395-4137 | 이메일 : david.kim@grapecity.com

홈페이지 주소 : www.grapecit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