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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latform Features

Client

Main UX 
Container

UX Controls
Web Html 

Helper 
Controls

Web Smart Client Mobile

인증/권한제어
Runtime

Workflow Client 
Runtime

Web Service 
Proxy

Session/Cache 
Management

대용량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Logging

WCF
Client Runtime

UI Template
App Sync

(Auto Update)

Service

웹 서비스
(Web Service Facade

.NET

비즈니스 서비스
(Business service)

Link 서비스
(Interface Service)

JAVA

웹 서비스 세션/캐쉬 관리 비즈니스 서비스 Link 서비스

전자정부프레임웍 (eGovFramework)

로깅 서비스
(Logging Service)

배포 서비스
(Deployment Service)

인증/권한 서비스
(Security Service)

세션/캐쉬 관리
(Cache Service)

Workflow 서비스
스케줄링 서비스

(Schedule Service)

데이터 서비스
(Data Access Adapter)

Configuration MQ 서비스

Tools & Portal

다국어관리 배포관리

Workflow 
디자이너

Tools

Workflow 
Admin 포털

Portal

권한관리
Admin 포털

통계/모니터
링 포털

스케줄러
서비스 포털

Test 도구

ERM ERP CRM WMS MES KMS MIS 기타..

Enterprise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 해 온 모스티 소프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디자인된 최고의 개발 플랫폼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과 효과의 극대화 (Low TCO but High ROI )를 보장 합니

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igh-Level의 추상화된 API 및 개발 도구를 제공 함으로써 아무리 복잡한 화면이라도 훨씬 쉽고 빠르게 구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의 유연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공 하며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으로 시스템을 분석하고 예측 할 수 있으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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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Framework
UI·UX Framework는 강력한 테마형 기본 UX 컨트롤과 맞춤형 UI 템플릿을 제공 합니다. 

GTFramework 만의 UX는 유용성, 접근성, 일관성, 심미성, 효율성 측면까지 고려해 최적화되고 표준화된 사용자 경험과 Look & Feel을 제공 합니다. 

UX Components Asset

Workflow Runtime

UX Components Asset

Drawing 음성녹음 영상녹화

Workflow Runtime

Window Controls Web Controls 반응형 Web Controls

High-Level API

Theme

Web Service Proxy

Multi Language

Unified Framework

Rights

Tracking

Web Service Proxy

Debugger Invoker

Workflow Rule Set

UI Template Code Snippets Menu, Rights, Session Management

Assembly runtime Script runtime Main UX Container Device API

SOAP JSON

HTML Row XML

Workflow

Web Client

Web Service Proxy

Unified Framework

• 테마형 Control 제공

• 컨트롤 내 권한 구현 및 연동 API 제공

• 다국어 지원

• 최상위의 API 제공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 표준 Web Service Client Proxy (SOAP) 제공

• REST 서비스 Proxy

• Workflow 클라이언트 Proxy

• HTTP Web Client API 제공

• Workflow 라이프 사이클 관리

• Workflow 예외 처리 관리

• Application Event Trigger

• UI 연동 관리

• Workflow Tracking 관리

• 메뉴 권한, 세션 관리

• Assembly, Script life cycle 관리

• Tab 형식의 MDI Container 제공(Web 포함)

• Device 통신 및 장비 연동 A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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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low Framework

1. WORKFLOW PROCESS DESIGNER
Workflow Process Designer는 Rule Activity 를 생성 하고 프로세스를

Drag & Drop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연결 할 수 있습니다.

로직이 자주 변경 되는 업무나 Legacy 시스템 또는 외부 솔루션과

연동 해야 하는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 하기 위해서는

Workflow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2. WORKFLOW RUNTIME
Workflow Runtime은 업무 UI 또는 비즈니스 로직과 Workflow 

Engine간의 Hub 역할을 담당 하며 Application 내 Workflow의 모든

Lifecycle을 완벽하게 관리 해 줍니다.

3. WORKFLOW SERVICE HOST
GT WORKFLOW 호스팅 서비스는 SOA 아키텍처 표준을 준수 합니다.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든 클라이언트는 Workflow 서비스를 실행 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WORKFLOW 모니터링
GT WORKFLOW는 워크프로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Web 

기반 관리자 UI를 제공 합니다. 관리 UI는 Workflow의 실행 결과 로그, 

카테고리별 Workflow 버전관리를 지원 합니다. 또한 Multi 시스템을

지원 합니다.

WORKFLOW CLIENT RUNTIME

…Rule Set1 Rule Set2

Common
Activities

Rule1 Rule2 Rule1 Rule2 Rule1 Rule2

WORKFLOW PROCESS DESIGNER

GT WF 
Designer

Dynamic Workflow Invoker

Workflow 
Management

Exception 
Handler

Event
Trigger

UI 
Manager

Tracking
Invoker

Workflow Process Designer

Workflow Hosting

모니터링

Workflow Instance Activity Status Fault Propagation

Workflow Tracking

Category 
관리

모니터링

로그

시스템
관리

Workflow 
관리

W/S 1

WF Web Service Host

W/S 2

W/S n

Activity

Activity

Activity

이제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프로세스는 Workflow를 활용 하십시오. GTFramework 개발 플랫폼만의 특장점 중 하나인 Workflow Framework는 어플리케이션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보다 쉽고

편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Workflow 개발 도구 및 방법론을 제공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Workflow Runtime 환경을 제공 하고 프로세스를 쉽게 Drawing 할 수

있는 Visual Process Designer 툴과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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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Framework
Client Device 환경이 Mobile, Tablet, PC 등으로 다양화 되면서 이제 시스템들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강조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Client 마다 해당 기기에 대응되는

Service를 계속 개발 할 수 는 없습니다. Web Service Framework는 One Source로 다양한 Client Device를 모두 서비스 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을 제공 합니다. 각 Device 환경

및 서비스 환경에 맞게 단순한 Configuration 조작만으로 모든 Client에 최적의 방식으로 동시에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IT 서비스는 거미줄 처럼 복잡하게 엮여 있어 서비스를 제공 하기도 하고 반대로 데이터를 요청 하기도 합니다. GTFramework의 Web Service Framework는 이처럼 Service Consumer로

서 기존의 다양한 채널과 레거시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동 하기 위한 Link Service를 제공 합니다. Link Service는 FTP, TCP/IP, EDI, Web Service, HTTP, SMTP 등 다양한 표준 프로토롤에 대한

Adapter 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 특화된 Adapter를 제공하여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 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포맷 지원

양방향 Data 압축 지원

Server Components

Web Service
Facade

Service Monitoring

Service Monitoring 
Viewer

Auth

Security

Biz1

Biz2

ㆍㆍㆍ

ㆍㆍㆍ

Business Logic

Auth Security

Biz1_1 Biz1_2

Biz1_1 Biz1_2

ㆍㆍㆍ ㆍㆍㆍ

Contracts

Auth ㆍㆍㆍ

Data Access

SQL ORACLE

CYBASE ㆍㆍㆍ

Transaction Manager

Extemal System Adapter

HTTP(S)
Parser&

Transform

Adapter
Manager

MQ

Logging Service

Application Log

Error Monitoring

Caching Service

Data Cache

Log DB

Web Service FrameworkClient

Web : Smart Client : Mobile

Multi 플랫폼, Multi 디바이스, Multi 프로토콜, Multi Endpoint 서비스 !!

Language

JS

JAVA

.NET

HTML5

M
u
lt
ip

le
 S

e
rv

ic
e
 E

n
d
p
o
in

t

JSON, SOAP,
Native XML,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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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서비스는 Server 및 Web Application Service의 상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입니다.

APM솔루션에서 광범위하게 추출하는 정보가 아닌 GTFramework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 해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합니다.

Monitoring Service

모니터링
서비스

Utilization

실시간
Health Monitoring

WAS
응답 상태

Web 
Server

응답 상태

실시간
Error

Host별
접속 상태

CPU 
Usage

Memory
Usage

Disk
Usage

접속통계
Action History 

로그

Long Running 
Service 로그

Error 로그

SQL로그

Host별 접속 통계

Error 발생통계

Web Service 
응답통계

접속자 통계

Biz Method 
응답통계

통계

모니터링 서비스 접속통계 및 로그 서비스

접속통계 및 로그 서비스는 Application 레벨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로그

Level에 따라서 적재 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다르지만 GTFramework의 로그정보는 특정 사용자들을

지정 하여 Log Level을 지정 할 수 있도록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Application의 성능을 확인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응답통계는 어떤 Web

Service, Biz Component 또는 SQL 문이 병목을 일으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접속 또는 Error 발생 통계는 특정 시간대에 별로 Application Server의 분산이 잘 이루어 졌는지

장애가 발생 하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속통계
및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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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r Service

Job스케줄 관리

Scheduler Service Execution Context

모니터링

Task1 Task2 Task3 …

exe

dll Etc…

다양한 파일
형식지원

상태 모니터링 Action History 조회 Error 모니터링

Scheduler 
Service Admin 

Portal

그 동안 정기적으로 실행 시켜야 하는 단위 Application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제작되어 배포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Application 들은 개발자의 성향이나

개발방식에 따라 모두 다른 패턴으로 개발 되었고 따라서 시스템 운영 시 관리도 따로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단위 배치 작업들은 에러가 발생 되었거나 실행 결과 내용을

확인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스케줄러 서비스는 요청한 시간에 응용프로그램 Task를 실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Scheduler Service는 Exe 응용프로그램, dll 라이브러리 응용프로그램, 워크플로우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대한 플러깅을 허용 하며 각 Task에 대한

Life 사이클을 완벽하게 관리 합니다.

GTFramework의 스케줄러 서비스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면 작업 결과 또는 에러

발생 내용 등을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Scheduler Service 관리 포털은 Task를 등록 하고 실행/중지/바로 실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할 수 있으며 각 Task의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GT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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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 Tools & Consulting

개발 방법론

Agile 및 CMMI를 기반으로한 Software 개발
방법론 표준화 제공, CBD기반 컴포넌트 설계
표준화 제공

HTML Editor 컨트롤

WYSIWYG html 웹 에디터 기본 제공 하며
로컬 이미지 첨부 기능, 단축키 기능 제공

다국어 관리

모든 UX 컨트롤에 다국어 처리 API가 내장
되어 있으며 다국어 리소스 관리툴을 제공
하여 쉽고 편리하게 리소스 관리

자동 업데이트

다중 제품 Auto Update 동시 지원(One 
Source Multi Use).
파일 압축 지원, 이어받기 지원, Background 
Update지원, 다국어 지원

빌드 / 배포

Assembly 빌드 및 배포. 스케줄 빌드를 지원
하며, 빌드 결과 알람 제공.
배포 자동화로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 및
시스템 정지 시간 최소화

대용량 파일 업로드

WYSIWYG 웹 html 에디터 및
대용량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컨트롤 기본
내장

TCO 절감을 위한 IT 고도화 제안

기존 운영중인 메인 프레임 시스템을 수정
하지 않고 UX 부분만 최신의 기술로 고도화
가능, 멀티 플랫폼(.NET + JAVA) 아키텍처
지원

표준 준수

HTTP 1.1, WSDL 1.1, SOAP 1.1, SOAP 1.2 
표준 준수
X.509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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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모던 UI·UX

• 최신 트렌드의 UX Control과 다양한 UI 폼 Template

•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LOOK & FEEL

• White 테마, Dark 테마 등 12종 이상의 모던 테마

• 개발자를 위한 표준 디자인 가이드

• Drag & Drop 업무환경, 듀얼 모니터 사용

• 비 동기 통신 및 비 동기 데이터 바인딩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실시간 응답상태, 접속상태, 에러 모니터링과

임계 값 설정 초과시 자동 알림 기능 제공

• Host별 접속 및 응답 통계 대쉬보드

• 접속자 통계 및 Error 발생 통계 대쉬보드

• Web Service 응답 통계, Biz 컴포넌트 실행 시간, 

Action History 조회, Long Running Transaction 조회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health 체크

쉽고 편리한 유지보수 및 위험요소 감소

• High-Level API를 제공 하여 코드 표준화 완성도를 압도적 제고 시켜

운영 시 코드분석 시간 최소화 달성

• GTFramework과 개별기능들이 논리적으론 강력하지만 물리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이 쉬움

• 코딩 표준, 디자인 표준 맞춤형 표준 가이드 제공으로 유지보수 용이

• 자동 업데이트

• 검증된 기술과 아키텍처로 제공으로 기술,기능 안정성 및 취약성 Risk 

감소 시키고 전문가 의존성을 완화 시킴

고품질의 빠른 개발 및 공통기능 서비스

• 각각의 UX 컨트롤 내에 최고 수준의 High-Level API 포함

• UX 컨트롤 마다 Look & Feel에 필요한 스타일이 모두 연계 되어 스타일링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 시킴

• UI 템플릿 내에 디자인과 표준 코드 동시에 배포

• 로그인(일반,인증서), Main 화면, 공통코드, 메뉴, 권한관리, 캐쉬, 보안,

다국어 지원 등의 공통서비스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낭비 방지

•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시 필요한 맞춤형 API 기본 제공

• 강력한 개발 Utility API 제공

•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도모

사용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직관적이고 편리한 LOOK & FEEL, 개발자는 고품질의 빠른 개발, 운영자는 쉽고 편리한 유지보수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IT Manager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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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THEME

• 12종 테마
• 테마 추가
• 커스터마이징 가능

[Smart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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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LOOK & FEEL

Section
화면 내 업무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하기 위해
Section 스타일 도입

Quick 
메뉴 검색

시작 버튼

BLUE 테마

Status Bar

즐겨찾기 메뉴

링크버튼
CRUD 기능이 작동 하지
않고 단순히 팝업 폼 또는
URL을 호출

알림 도착
알림이 도착 하면
아이콘 ON

화면 잠금
Section + 스플리터

Section 과 스플리터 기능을 동시에 갖춤

Logo

버튼
기능별 Color 구분

전체 메뉴

그리드
셀 Merge, 트리형 스 타일
지원

Active Tab

• 12종 테마
• 테마 추가
• 커스터마이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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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LOOK & FEEL
전체 화면 모드

F11 단축키를 누르면 LNB 메뉴, GNB 타이틀바, Status bar를 자동으로 숨겨서
업무 화면을 최대로 크게 볼 수 있도록 한다.

Section 접기 펼치기
Section 영역을 Collapse 시켜서 다른
컨텐츠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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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대용량 파일업,다운로드

업로드,다운로드
대용량 멀티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테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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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HTML Editor

HTML WEB EDITOR
Web, Smart Client 지원

TOOLBAR 버튼 추가

로컬 이미지 삽입

테이블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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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AppSync

Multi Production Update Management
AppSync 하나의 설치로 여러 제품

업데이트 관리 가능

로그 관리
Update 수행 로그 정보를 볼
수 있음

환경설정
업데이트 확인 주기 및 제품별
Update On/Off 옵션을 설정

즉시 실행
Update 주기와 상관 없이 바로 업데이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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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LOG IN

다국어 지원
한글,영어,중국어,일본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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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Workflow visual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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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관리자 포털
[모니터링 &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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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통합 권한 관리 포털]

멀티 시스템 지원

Role 기반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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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Workflow 상태 확인

Workflow 모니터링 Workflow 디자이너
연동

Workflow 상태
출력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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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Action History

UI 레이어 Web Service 
레이어

Business Component 
레이어

SQL Stat

세 번째 SQL문 실행 시
에러 발생

각 레이어에 마우스 오버 시
상세 정보 표출

실행 시간

[차트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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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Action History

[테이블 뷰]

Overview
전체 실행시간

각 레이어 별 실행시간
쿼리 실행 시간

네트워크 구간 실행 시간

Request / Response 
데이터

Biz Component를 호출
했을 때 파라미터 정보 및
return 값

SQL 파라미터 및 Query

각 레이어별 상세
Request 요청 시간

응답시간
UI 이름 및 이벤트 발생

컨트롤

에러가 발생 한 경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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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Error Log

에러 발생 서버,
에러 시간,
위치 메시지 등을 상세 하게 보여 줌

Action History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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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실시간 에러 모니터링

에러 발생 시 그래프에 표시 차트 클릭 시 상세 정보 표출

특정 시간대에 에러가 집중
적으로 발생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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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Host별 접속 통계

특정 기간 동안 host별 접속
카운트 확인

클릭 시 시간대 별 그래프를 볼 수 있음

특정 날짜의 시간대별
접속 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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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Host별 Error 발생 건수

특정 기간 동안 에러 발생
건수 확인

클릭 시 시간대 별 그래프를 볼 수 있음

특정 날짜의 시간대별 에러
개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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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 웹 서비스 응답시간

웹 서비스 별
응답 시간 확인

날짜 별
웹 서비스 응답 시간 확인

설정 한 Duration 보다 큰
경우 붉은 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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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Biz Component 응답시간

Business Component 함수 별
응답 시간 확인

날짜 별 Business 
Component 응답 시간 확인

설정 한 Duration 보다 큰
경우 붉은 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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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CPU Utilization

일별 특정 시간대 CPU 모니터링

시간대 별 페이징

소켓별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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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Memory Utilization

일별 특정 시간대 모니터링

시간대 별 페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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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Network Utilization

일별 특정 시간대 CPU 모니터링

시간대 별 페이징

N/W카드별 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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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PLE– Network Utilization

일별 특정 시간대 CPU 모니터링

시간대 별 페이징

디스크별 Read/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