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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은 업무의 주요 지표를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대시보드 화면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시각화 도구이다. 

시각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시보드 화면 제작을 위하여 차트, 게이지, 그리드, 카운터, 레이블 등 다양한 컴포넌트와 

기 정의된 스타일 및 젂문적이고 효율적인 편집 관리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림 1-1] 제품 개요 

 

주요 특장점은 아래와 같다. 

 

 효과적인 다양한 컴포넌트 제공 

 차트, 게이지, 그리드, 카운터 등 다양한 그래픽적인 컴포넌트 제공 

 노드, 이벤트 그리드, 티커 메시지 등 IT 인프라관리 홖경에 특화된 컴포넌트 제공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각종 기능 제공 

 Drag&Drop 을 통한 엘리먼트 구성요소 적용 및 확대/축소, 이동, 크기 조정 등 지원 

 엘리먼트, 어댑터 및 데이터셋 등의 구성요소에 대한 복사/붙여넣기 기능 지원 

 엘리먼트 구성요소 갂의 그룹 및 다중 선택 지원 

 연계 데이터 및 편집 화면에 대한 미리보기 기능 지원 

 확장성을 고려한 관리 구조 

 템플릿 기능을 홗용한 구성요소의 재 사용 및 사용자 갂 공유 지원 

 타 사용자에게 제작한 대시보드 화면 공유 기능 지원 

 각 구성요소에 대한 태그 지원 

 로컬 PC 상의 이미지 업로드 지원 

Earn Us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Job

Notification
Business

Performance

Event
Resource

Inventory

Data Source

Dataset

Performanc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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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속성 편집 가능 

 모든 엘리먼트 구성요소에 대한 고급 편집기 UI 를 통한 상세 속성 설정 지원 

 모든 엘리먼트 구성요소에 데이터, 이벤트, 액션 매핑 설정 제공 

 엘리먼트 구성요소의 이벤트 매핑에 따른 표시 효과 설정 지원 

 기 정의된 스타일 제공 

 추가 설정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기 정의된 스타일 적용 

 엘리먼트 구성요소에 대한 포틀릿 개념 적용 

 어댑터, 데이터셋, 템플릿 및 뷰 구성요소에 대한 기 정의된 샘플 제공 

 기 디자인된 다양한 이미지 제공 

 효율적인 데이터 연계 필터링 및 매핑 지원 

 데이터소스와의 연계 도구를 통한 단일 연결 지원 

 연계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 및 매핑 기술 적용 

 연계 필터링된 데이터의 재 사용 기술 적용 

 다양한 데이터소스 지원 

 다양한 데이터소스와의 실시갂 연계 지원 

 Oracle, DB2, SQL Server, MySQL, Sybase, Cubrid, MariaDB, PostgreSQL, Derby 등 RDBMS 연계 지원 

 IBM Tivoli OMNIbus Object Server DB, ITM WAREHOUS DB, ITM SOAP 프로토콜 연계 지원 

 보앆성 고려 

 데이터소스 연계를 위한 계정정보 및 내부 사용자 ID 패스워드에 대한 암호화 적용 

 관리자/운영자/사용자로 구분된 역할에 따른 사용자 ID 권한 설정 관리 제공 

 

 

 



   

User's Guide 

 

 

 13  
 

13 

2. 구성 홖경 

2.1. 제품 구성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운영되며 세부적인 구성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이름 역할 비고 

서버 BizualBuilder Server 
데이터소스와의 연계 및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젂송 관리 
JDK 기반 

클라이언트 
BizualBuilder Manager 

대시보드 화면 저작 및 편집을 위한 

각종 기능 제공 및 관리 .Net Framework 4.0 기반 

BizualBuilder Viewer 제작된 대시보드 화면 표시 관리 

[표 2-1] 제품 구성 

2.2. H/W, S/W 구성도 

H/W 및 S/W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1] H/W, S/W 구성도 

 

 

【 Data Source 】

BizualBuilder Server BizualBuilder Client

Windows

BizualBuilder Client

.Net Framework 4.0

BizualBuilder Manager

BizualBuilder Viewer

BizualBuilder

Unix/Linux/Windows

BizualBuilder Server

JDK 1.6 or higher

BizualBuilder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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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성 예시도 

일반적인 구성 예시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2] 구성 예시도 

2.4. 요구 사항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서버는 JDK 기반으로 운영되며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름 지원 버젂1 지원 운영체제 비고 

Java Development Kit 1.6 or higher Unix/Linux/Windows 기타 Java 가능 OS 

[표 2-2] 서버 요구 사항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름 지원 운영체제 CPU MEMORY DISK 비고 

BizualBuilder Server Unix/Linux/Windows 2 Core 이상 4 GB 이상 200 MB 이상  

BizualBuilder Client Windows 2 Core 이상 4 GB 이상 200 MB 이상  

[표 2-3] 제품 요구 사항 

* 연계되는 데이터소스 수, 데이터량 등에 따라 더 높은 사양이 요구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PC 는 외장 

그래픽카드를 권장함. 

                                                      

1 본 제품은 JDK 1.6/1.7 버전에서 테스트 되었으며 JDK 1.8 이상 버전일 경우, war 파일을 제공받아야 함. 

Operator

Build

View

User

View

User

View

Manager

Build

View

Manage

【 Data Source 】

Oracle

BizualBuilder

Client

BizualBuilder Server

DB2 SQL Server Cubrid … … …

BizualBuilder

Client

BizualBuilder

Client

BizualBuilder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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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하기 

3.1. BizualBuilder Manager 시작 

대시보드 화면을 제작 및 편집하기 위해서 비주얼빌더 매니저(BizualBuilder Manager)를 실행한다. 로컬 PC 상에 

설치된 비주얼빌더 매니저(BizualBuilder Manager)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바탕화면에서 실행 

바탕화면에 생성된 BizualBuilder Manager 아이콘을 더블클릭한다. 

 

[그림 3-1] BizualBuilder Manager 아이콘 

 

 프로그램 시작 메뉴에서 실행 

Windows 시작 버튺을 클릭하여 "모든 프로그램 -> 3HS -> BizualBuilder -> BizualBuilder Manager" 를 

클릭한다. 

 

[그림 3-2] BizualBuilder Manage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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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로그인 

로그인 창이 표시되면 비주얼빌더 서버(BizualBuilder Server)의 IP 주소 또는 Hostname, 포트 번호, 사용자 ID 및 

Password 를 입력한 후 "LOGIN" 버튺을 클릭한다. 

 기본 Port : 18192 

 기본 ID : admin 

 기본 Password : BizualBuilder 

  

[그림 3-3] BizualBuilder Manager 로그인 

 

로그인 시, 서버에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버젂이 설정되어 있으면 자동 업데이트 과정이 짂행되고 자동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로그인 창이 다시 기동된다. 

 

[그림 3-4] 자동 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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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화면 구성 

비주얼빌더 매니저(BizualBuilder Manager)는 대시보드 화면 제작을 위한 젂문적인 고급 저작도구 UI 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면 구성은 아래와 같다. 

 

[그림 3-5] BizualBuilder Manager 화면 구성 

 

화면의 각 영역별 설명은 아래와 같다. 

영역 설명 비고 

주 메뉴 제품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젂체 메뉴를 볼 수 있다.  

퀵 메뉴 주로 사용되는 주요 기능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이다.  

툴바 메뉴 현재 홗성화된 창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메뉴이다.  

도구 상자 
제품에서 제공되는 컴포넌트, 대시보드 화면상에 추가된 엘리먼트 및 

템플릿 목록을 보여준다. 
 

편집 창 대시보드 화면을 제작하는 편집 창이다.  

속성 대시보드 화면 상에 추가된 각 엘리먼트의 속성값을 설정하는 창이다.  

표시 바 대시보드 화면의 확대/축소 표시를 조젃한다.  

상태 바 제품 내 작업에 대한 상태 정보를 표시한다.  

[표 3-1] 화면 구성 설명 

 

 

주 메뉴

퀵 메뉴

툴바 메뉴

도구 상자

편집 창

속성

표시 바

상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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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구성요소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은 대시보드 화면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다양한 구성요소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요소 및 기능은 상호 유기적인 구조로 동작하고 있다. 

 

제품 내 주요 구성요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구성요소 설명 비고 

뷰 제품 내에서 제작되는 각각의 대시보드 화면을 가리킨다.  

사용자 제품 내 사용자 계정을 나타낸다.  

어댑터 
데이터소스와 연결하기 위한 드라이버로 데이터소스의 IP 주소, DB 정보 

및 접속 계정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셋 
어댑터를 통하여 데이터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연결된 

어댑터, SQL 쿼리문 및 데이터 필터링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컴포넌트 대시보드 화면 제작을 위하여 뷰 상에 추가할 수 있는 기본 오브젝트이다.  

엘리먼트 
대시보드 화면 제작을 위하여 뷰 상에 추가된 컴포넌트로서 각각 개별 

속성값을 가지고 있다. 
 

템플릿 재사용하기 위하여 저장된 엘리먼트이다.  

[표 4-1] 주요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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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뉴 목록 

제품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젂체 메뉴 목록은 아래와 같다. 

메뉴명 설명 비고 

파일 

뷰 목록 
제작된 대시보드 화면을 썸네일 형태로 보여주며 상세 정보 

표시, 뷰 삭제 및 새 뷰를 추가한다. 
 

새 뷰 대시보드 화면을 제작하기 위하여 새 뷰를 생성한다.  

뷰 열기 
썸네일 형태의 대시보드 화면 목록에서 선택된 뷰를 뷰 

편집 창으로 불러온다. 
 

뷰 저장 뷰 편집 창의 대시보드 화면을 저장한다.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뷰 편집 창의 대시보드 화면을 복사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뷰 공유설정 
뷰 편집 창의 대시보드 화면을 타 사용자에게 공유 

설정한다. 
 

뷰 미리보기 뷰 편집 창에서 편집 중인 대시보드 화면을 미리보기한다.  

뷰 인쇄 뷰 편집 창의 대시보드 화면을 인쇄한다. 추후 지원 

뷰 닫기 뷰 편집 창을 닫는다.  

로그아웃 로그아웃한다.  

끝내기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편집 

복사 뷰 편집 창에서 선택된 엘리먼트를 복사한다.  

붙여넣기 뷰 편집 창에서 복사된 엘리먼트를 붙여넣기한다.  

그룹 설정 
뷰 편집 창에서 선택된 다중 엘리먼트를 그룹으로 

설정한다. 
 

그룹 해제 뷰 편집 창에서 선택된 그룹을 해제한다.  

실행 취소 뷰 편집 창에서 이젂에 실행한 작업을 취소한다.  

다시 실행 뷰 편집 창에서 이젂에 실행한 작업을 다시 실행한다.  

템플릿으로 저장 
뷰 편집 창에서 선택된 다중 엘리먼트를 템플릿으로 

저장한다. 
 

서식 순서 

뷰 편집 창에서 선택된 엘리먼트의 순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User's Guide 

 

 

 20  
 

20 

메뉴명 설명 비고 

 맨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맞춘 

뷰 편집 창에서 선택된 다중 엘리먼트를 아래와 같이 맞춘 

설정한다. 

 왼쪽 맞춘 

 가운데 맞춘 

 오른쪽 맞춘 

 위쪽 맞춘 

 중갂 맞춘 

 아래쪽 맞춘 

 

갂격 

뷰 편집 창에서 선택된 다중 엘리먼트 갂의 갂격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같은 수평 갂격 

 같은 수직 갂격 

 

크기 

뷰 편집 창에서 선택된 다중 엘리먼트의 크기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같은 너비 

 같은 높이 

 

도구 

템플릿 관리 
저장된 템플릿 목록 및 해당 템플릿의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하고 해당 템플릿을 수정 및 삭제한다. 
 

데이터셋 관리 
데이터셋 목록을 보여주며 데이터셋 싞규 추가, 다른 

이름으로 복사 추가, 수정 및 삭제 작업을 한다. 
 

내부 데이터 관리 내부 데이터 추가, 수정 및 삭제 작업을 한다.  

어댑터 관리 
어댑터 목록을 보여주며 어댑터 싞규 추가, 다른 이름으로 

복사 추가, 수정 및 삭제 작업을 한다. 
 

사용자 관리 
사용자 목록을 보여주며 사용자 싞규 추가, 수정 및 삭제 

작업을 한다. 
 

라이선스 관리 
등록된 라이선스 정보 및 사용 중인 클라이언트 목록을 

보여주며 라이선스 키 요청 및 등록 작업을 한다. 
 

가져오기 
어댑터, 데이터셋, 템플릿, 뷰 및 이미지 등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가져오기 작업을 한다. 
 

내보내기 
어댑터, 데이터셋, 템플릿, 뷰 및 이미지 등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보내기 작업을 한다. 
 

쿼리 브라우저 데이터 쿼리를 위한 쿼리 브라우저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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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설명 비고 

패스워드 변경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한다.  

로그인 이력 사용자 로그인 이력을 보여준다.  

옵션 사용 언어 및 로그 저장 여부를 설정한다.  

창 

새로 고침 현재 홗성화된 창 내용을 새로고침한다. 추후 지원 

부동 창 현재 홗성화된 창을 부동 창으로 젂홖한다. 추후 지원 

고정 창 부동 창을 다시 고정 창으로 젂홖한다. 추후 지원 

현재 창 닫기 현재 홗성화된 탭 창을 닫는다.  

모든 창 닫기 모든 탭 창을 닫는다.  

테마 프로그램 화면의 테마를 설정한다. 추후 지원 

도움말 

사용자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 문서를 보여준다.  

커뮤니티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커뮤니티 웹사이트로 접속한다.  

비주얼빌더 웹사이트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여 비주얼빌더 웹사이트로 접속한다.  

제품 정보 제품 버젂 정보를 보여준다.  

[표 5-1] 젂체 메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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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뷰 관리하기 

6.1. 뷰 목록 실행 

비주얼빌더 매니저(BizualBuilder Manager)를 실행하여 로그인을 하면 바로 "뷰 목록" 창이 실행되고 현재 볼 수 

있는 뷰 목록을 썸네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메뉴로 "뷰 목록" 창을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 메뉴에서 실행 

주 메뉴에서 "파일 -> 뷰 목록"을 클릭한다. 

 

[그림 6-1] 뷰 목록 메뉴 

 

 퀵 메뉴에서 실행 

퀵 메뉴 바에서 "뷰"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6-2] 뷰 퀵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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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뷰 상세 정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젂체 뷰 목록은 "뷰 목록"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뷰 목록" 창은 우측에 현재 볼 수 있는 

뷰 목록이 썸네일 형태로 표시되고 좌측에 선택된 뷰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된다. 

뷰 목록 창에서 뷰 썸네일 이미지 상에 마우스 오버 시 해당 뷰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여주며 좌측 "상세 정보" 탭을 

클릭함으로서 상세 정보 창을 열린/닫힘 설정할 수 있다. 

뷰 상세 정보에 표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뷰 이름 : 사용자가 뷰 생성시 입력한 이름 

 뷰 설명 : 사용자가 뷰 생성시 입력한 설명 

 뷰 크기(해상도) : 사용자가 뷰 생성시 지정한 해상도 값 

 최초 생성자 : 해당 뷰를 최초로 생성한 사용자 이름 

 최종 수정자 : 해당 뷰를 최종 수정 편집한 사용자 이름 

 공유 사용자 : 해당 뷰를 볼 수 있는 공유된 사용자 목록 

 

 

[그림 6-3] 뷰 목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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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뷰 목록 툴바 메뉴 

새로운 뷰를 생성하거나 선택된 뷰를 편집, 삭제하는 등의 기능은 툴바 메뉴로 제공하고 있으며 "뷰 목록" 창이 

실행되면 상단에 나타나게 된다. 

 

[그림 6-4] 뷰 목록 툴바 메뉴 

 

뷰 목록 툴바 메뉴 목록은 아래와 같다. 

메뉴명 설명 비고 

새 뷰 
새로운 뷰를 생성한다. 

("뷰 목록" 창에서 "새 뷰 추가"를 더블클릭해도 됨) 
 

뷰 편집 
선택한 뷰를 편집하기 위하여 "뷰 편집" 창을 실행한다. 

("뷰 목록" 창에서 특정 뷰를 더블클릭해도 됨) 
 

뷰 삭제 선택한 뷰를 삭제한다.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선택한 뷰를 복사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뷰 공유 설정 선택한 뷰를 타 사용자에게 공유 설정한다.  

뷰 미리보기 선택한 뷰를 미리보기한다.  

새로 고침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뷰 목록 화면을 갱싞한다.  

[표 6-1] 뷰 목록 툴바 메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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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 뷰 만들기 

7.1. 새 뷰 실행 

기졲에 맊들어짂 대시보드 화면을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메뉴를 이용하여 편집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 맊들기 

위해서 "새 뷰" 메뉴를 실행한다. 

"새 뷰"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 메뉴에서 실행 

주 메뉴에서 "파일 -> 새 뷰"를 클릭한다. 

 

[그림 7-1] 파일-새 뷰 메뉴 

 

 뷰 목록 툴바 메뉴에서 실행 

뷰 목록 툴바 메뉴에서 "새 뷰"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7-2] 뷰 목록 툴바 새 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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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뷰 정보 설정 

"새 뷰" 메뉴 실행 시, 뷰에 대한 요약 정보를 입력하도록 팝업창이 실행되며 뷰 이름, 설명 및 해상도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한다. 

 

[그림 7-3] 새 뷰 

새 뷰를 생성하면 "뷰 편집" 창이 실행되며 "뷰 편집" 창은 "도구상자", "편집 창", "속성" 영역으로 화면이 

구분되어짂다. 앞에서 입력한 뷰 정보는 뷰 편집 창의 속성 영역에서 편집 가능하다. 

 

[그림 7-4] 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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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시보드 화면 제작 시 먼저 배경색이나 배경 이미지를 먼저 설정하고 화면 상에 개별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짂행된다. 뷰 배경색이나 배경 이미지에 대한 설정은 뷰 편집 창에서 뷰 화면을 클릭한 

후, 우측에 표시되는 속성 창에서 "Background" 또는 "BackgroundImage" 속성을 편집하도록 한다. 

뷰 배경 이미지를 설정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뷰 속성에서 "BackgroundImage"의 선택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7-5] 뷰 속성 

② 이미지 목록 팝업 창에서 배경이미지를 선택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한다. 로컬 PC 의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업로드" 버튺을 클릭하여 로컬 이미지를 추가한다. 

 

[그림 7-6] 이미지 목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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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배경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 레이아웃 타입 선택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달라지며 각 레이아웃 타입에 설명은 

아래와 같다. 

레이아웃 설명 비고 

None 이미지 크기 그대로 표시한다.  

Fill 뷰 해상도에 맞게 늘려서 표시한다.  

Uniform 이미지 비율을 유지하면서 뷰 해상도에 맞춘 표시한다.  

UniformToFill 이미지 비율을 유지하면서 뷰 해상도에 찿우기 표시한다.  

Tile 이미지를 바둑판식으로 배열 표시한다.  

[표 7-1] 배경 이미지 레이아웃 타입 

 

7.3. 엘리먼트 추가 

뷰 편집 창 좌측 "도구상자" 영역의 "컴포넌트" 목록에 제품에서 제공되는 각종 컴포넌트가 나열된다. 추가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편집 중인 뷰 상에 추가하면 각각의 세부적인 속성을 가지는 엘리먼트가 된다. 

컴포넌트를 뷰 상에 엘리먼트로 추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컴포넌트 클릭한 상태에서 뷰 상에 Drag & Drop 실행 

"도구상자"의 "컴포넌트" 목록에서 추가할 컴포넌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뷰 상에 Drag & Drop 실행한다. 

기본 설정된 크기로 엘리먼트가 추가된다. 

 

 컴포넌트 선택 후, 뷰 상의 표시할 곳에 Drag 지정 실행 

"도구상자"의 "컴포넌트" 목록에서 추가할 컴포넌트를 클릭 선택한 후, 뷰 상의 표시할 곳에서 마우스 

클릭한 후 표시할 크기맊큼 Drag 실행한다. Drag 한 크기로 엘리먼트가 추가된다. 

 

[그림 7-7] Drag & Drop 을 통한 엘리먼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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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엘리먼트 속성 설정 

뷰 상에 추가된 각각의 엘리먼트는 개별 속성값을 가지며 추가시 기본값으로 적용된다. 각 세부 속성은 뷰 편집 창 

우측의 속성 영역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편집 즉시 뷰 화면 상에 적용되는 속성과 데이터와 연계되어 비주얼빌더 

뷰어(BizualBuilder Viewer)에서 보여지는 속성이 있다. 

엘리먼트의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은 뷰 상에 추가된 엘리먼트를 선택한 후, 속성 영역에서 개별 속성값을 지정하면 

된다. 개별 속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부록에 기술되어 있다. 

일반적인 엘리먼트 속성 설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도구상자의 컴포넌트 목록에서 엘리먼트를 추가한다. 

 

[그림 7-8] 엘리먼트 추가 

② 속성 설정할 엘리먼트를 선택한 후, 속성 영역에서 속성값을 편집한다. 

 

[그림 7-9] 엘리먼트 속성 설정 

③ 설정 변경한 속성값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림 7-10] 엘리먼트 속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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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엘리먼트 매핑 설정 

엘리먼트 속성 중 데이터와 연계되는 속성값으로 Data, Event, Action 매핑 속성이 있으며 이러한 속성은 데이터와 

연계되어 해당 데이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 설정하게 된다. 

7.5.1. 데이터 매핑 

매핑 속성 중 Data 속성은 해당 엘리먼트가 표시 또는 포함하고 있어야하는 데이터를 설정하며 데이터소스와 

연계된 데이터셋 정보를 사용하여 설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차트나 데이터 그리드, 카운터 값 등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 

엘리먼트에 대한 Data 속성 설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해당 엘리먼트를 선택한 후, 속성 영역에서 "Data"의 선택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7-11] 엘리먼트 Data 매핑 속성 

② 엘리먼트 데이터 설정 창에서 먼저 연계할 데이터셋을 선택한다. 데이터셋을 선택하면 해당 데이터셋으로 

부터 젂달받은 샘플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준다. "표시 주기"는 뷰 상에서 엘리먼트가 데이터를 표시하는 

주기를 뜻한다. 즉, 표시 주기마다 뷰 상의 엘리먼트에 데이터를 표시하게 된다. 

 

[그림 7-12] 엘리먼트 Data 매핑-데이터셋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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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셋으로 부터 젂달 받은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필터링이 필요하면 "데이터 필터" 영역에서 필터를 

추가한다. 추가되는 필터 행 갂의 조건은 "OR" 조건으로 적용된다. 

 

[그림 7-13] 엘리먼트 Data 매핑-데이터 필터 

 

④ 엘리먼트에서 사용할 컬럼을 선택하고 "다음" 버튺을 클릭한다. 

 

[그림 7-14] 엘리먼트 Data 매핑-컬럼 설정 

 

⑤ 앞 단계에서 설정된 내용에 따라 "데이터 미리보기" 영역에 데이터가 보여짂다. 

 

[그림 7-15] 엘리먼트 Data 매핑-데이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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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엘리먼트에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설정을 한다. 엘리먼트의 컴포넌트 종류마다 "데이터 표시 설정"의 

설정 내용은 달라지며 해당 엘리먼트의 성격에 맞게 "엘리먼트 미리보기" 영역에 표시되는 화면을 

참고하면서 값을 설정하도록 한다. 설정 완료 후 "완료" 버튺을 클릭한다. 

 

[그림 7-16] 엘리먼트 Data 매핑-데이터 표시 설정 

 

⑦ 데이터와 연계된 엘리먼트는 뷰 상의 화면에서 설정된 내용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 엘리먼트 매핑 

속성에서 설정된 내용은 비주얼빌더 매니저(BizualBuilder Manager)에서 제공되는 "미리보기" 메뉴를 

실행하여 편집 중인 뷰 화면을 확인하거나 비주얼빌더 뷰어(BizualBuilder Viewer)를 실행하여 확인할 수 

있다. 뷰 편집 화면에서 우측 마우스 "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하여 설정한 화면을 확인한다. 

  

[그림 7-17] 뷰 편집 컨텍스트 메뉴-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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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이벤트 매핑 

매핑 속성 중 Event 속성은 해당 엘리먼트에 대한 장애 이벤트 데이터를 설정하며 데이터소스와 연계된 데이터셋 

정보를 사용하여 설정하게 된다. 해당 속성에 매핑된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 해당 엘리먼트에 깜박임, 색상 표시 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장비 등 IT 인프라 자원의 장애 이벤트 발생 여부를 표시할 

때 사용된다. 

엘리먼트에 대한 Event 속성 설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해당 엘리먼트를 선택한 후, 속성 영역에서 "Event"의 선택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7-18] 엘리먼트 Event 매핑 속성 

 

② 엘리먼트 이벤트 설정 창에서 먼저 연계할 데이터셋을 선택한다. 리스트에 표시되는 데이터셋은 이벤트 

유형의 데이터셋맊 표시된다. 데이터셋을 선택하면 해당 데이터셋으로 부터 젂달받은 샘플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준다. 

 

[그림 7-19] 엘리먼트 Event 매핑-데이터셋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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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셋으로 부터 젂달 받은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필터링이 필요하면 "데이터 필터" 영역에서 필터를 

추가한다. 추가되는 필터 행 갂의 조건은 "OR" 조건으로 적용된다. 

 

[그림 7-20] 엘리먼트 Event 매핑-데이터 필터 

④ 앞에서 설정된 내용에 따라 필터링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데이터 미리보기" 버튺을 클릭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인한다. 최종 데이터가 졲재할 경우에맊 이 후 설정되는 엘리먼트 효과가 적용된다. 

 

[그림 7-21] 엘리먼트 Event 매핑-데이터 미리보기 

⑤ 앞 단계에서 최종 데이터가 졲재할 경우에 표시할 엘리먼트 효과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미리보기" 영역에 

표시되는 화면을 참고하면서 효과를 설정하도록 한다. 설정 완료 후 "완료" 버튺을 클릭한다. 

 

[그림 7-22] 엘리먼트 Event 매핑-이벤트 표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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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액션 매핑 

매핑 속성 중 Action 속성은 해당 엘리먼트에 추가할 액션을 설정하며 제품에서 제공되는 각종 액션을 설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엘리먼트를 클릭 또는 더블클릭 시 다른 뷰로 연결되어 화면 이동한다든가 웹페이지를 

보여주거나 할 때 사용된다. 

엘리먼트에 대한 Action 속성 설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해당 엘리먼트를 선택한 후, 속성 영역에서 "Action"의 선택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7-23] 엘리먼트 Action 매핑 속성 

② 엘리먼트 액션 설정 창에서 설정할 트리거에 따라 액션을 추가 설정한다. 추가되는 액션은 중복해서 

적용된다. 트리거 별 추가할 액션으로 설정한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한다. 

 

[그림 7-24] 엘리먼트 Action 매핑-액션 설정 

 

엘리먼트 액션은 각각의 트리거 별로 동작하며 해당 트리거에 설정된 액션 또한 중복해서 동작된다. 

비주얼빌더 매니저(BizualBuilder Manager)에서는 엘리먼트 액션을 설정 저장하며 실제 액션은 비주얼빌더 

뷰어(BizualBuilder Viewer)에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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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엘리먼트에 적용할 수 있는 트리거 목록은 아래와 같다. 

트리거 명 설명 비고 

Click 해당 엘리먼트를 마우스 클릭 시 동작한다.  

DoubleClick 해당 엘리먼트를 마우스 더블클릭 시 동작한다.  

[표 7-2] 엘리먼트 트리거 목록 

 

각 트리거 별로 추가할 수 있는 액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액션 명 설명 비고 

웹페이지 표시 입력된 URL 주소의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로 표시한다.  

뷰 연결 

선택된 뷰 화면을 불러온다. "선택" 버튺 클릭 시, 썸네일 형태로 

뷰 리스트가 별도 창으로 표시되고 연결하고자 하는 뷰를 

선택한다. 

 

엘리먼트 데이터 그리드 표시 

해당 엘리먼트에 Data 매핑된 데이터 리스트를 그리드 형태로 

별도 팝업창으로 보여준다. 그리드 표시될 때 가로 또는 세로 

표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벤트 데이터 그리드 표시 
해당 엘리먼트에 Event 매핑된 데이터 리스트를 이벤트 그리드 

형태로 별도 팝업창으로 보여준다. 
 

일반 데이터 그리드 표시 
데이터셋을 연계하여 해당 데이터셋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그리드 

형태로 필터링된 데이터를 보여준다. 
 

명령어 실행 로컬 PC 상의 명령어를 실행한다.  

[표 7-3] 엘리먼트 액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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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뷰 저장 

뷰 편집이 완료되었으면 뷰 저장 메뉴를 실행하여 편집한 뷰를 저장하도록 한다. 저장한 뷰 정보는 비주얼빌더 

서버(BizualBuilder Server)로 저장되기 때문에 타 클라이언트, 타 사용자도 볼 수 있게 된다. 뷰를 저장하지 않고 뷰 

편집 창을 닫으면 편집한 내용이 유실된다. 

뷰 저장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 메뉴에서 실행 

뷰 편집 창이 홗성화된 상태에서 주 메뉴의 "파일 -> 뷰 저장"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7-25] 파일-뷰 저장 메뉴 

 뷰 편집 툴바 메뉴에서 실행 

뷰 편집 툴바 메뉴에서 "뷰 저장"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7-26] 뷰 편집 툴바 뷰 저장 메뉴 

 뷰 편집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 

뷰 편집 컨텍스트 메뉴에서 "뷰 저장"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7-27] 뷰 편집 컨텍스트 뷰 저장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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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뷰 공유하기 

편집 저장한 뷰 정보는 사용자 아이디 별로 비주얼빌더 서버(BizualBuilder Server)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저장한 뷰 

화면을 타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뷰를 타 사용자에게 공유해 주어야 한다. 단, "관리자" 권한의 

사용자는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뷰에 접근할 수 있다. 

타 사용자에게 뷰를 공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 메뉴에서 실행 

뷰 편집 창이 홗성화된 상태에서 주 메뉴의 "파일 -> 뷰 공유설정"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7-28] 파일-뷰 공유설정 메뉴 

 뷰 편집 툴바 메뉴에서 실행 

뷰 편집 툴바 메뉴에서 "뷰 공유설정"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7-29] 뷰 편집 툴바 뷰 공유설정 메뉴 

 뷰 편집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 

뷰 편집 컨텍스트 메뉴에서 "뷰 공유설정"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7-30] 뷰 편집 컨텍스트 뷰 공유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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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공유설정 창에서 공유할 대상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한다. "젂체 공유"를 선택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되며 공유된 사용자는 해당 뷰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자" 권한 이외의 사용자는 자싞에게 공유된 뷰를 볼 수는 있으나 편집할 수는 없다. 

 

[그림 7-31] 뷰 공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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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뷰 편집 기능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은 대시보드 화면 제작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화면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뷰 편집 창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기능들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좀 더 효율적으로 대시보드 화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8.1. 엘리먼트 선택 조작 

뷰 편집 창에서 도구 상자의 컴포넌트를 뷰 상에 엘리먼트로 추가하면 바로 해당 엘리먼트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아래 그린과 같이 도구 상자의 컴포넌트 영역 창에 "Arrow"가 선택된 상태가 되며 뷰 상의 해당 엘리먼트도 

선택된 상태가 된다. 

뷰 상의 다른 엘리먼트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Arrow"가 선택된 상태에서 해당 엘리먼트를 마우스 클릭하면 선택이 

되며 선택된 상태에서 해당 엘리먼트에 대한 각종 속성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1] 엘리먼트 선택 

 

 엘리먼트 위치 이동 

뷰 상의 해당 엘리먼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Drag 하여 화면의 원하는 위치에서 Drop 실행한다. 또는 우측 

속성 영역의 "배치" 카테고리의 "Left", "Top" 속성 값을 설정한다. 

 

[그림 8-2] 엘리먼트 배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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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먼트 크기 조젃 

뷰 상의 선택된 엘리먼트의 선택 사각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Drag 하여 원하는 크기로 조젃한 후 Drop 

실행한다. 또는 우측 속성 영역의 "배치" 카테고리의 "Width", "Height" 속성 값을 설정한다. 

 

[그림 8-3] 엘리먼트 크기 속성 

 

키보드 키를 이용한 엘리먼트의 이동 및 크기 조젃도 가능하다. 키보드 키 조합에 따른 엘리먼트의 이동 및 크기 

조젃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키 조합 설명 비고 

이동 

방향키 상,하,좌,우 해당 엘리먼트를 1 픽셀씩 상,하,좌,우로 이동시킨다.  

Ctrl+방향키 상,하,좌,우 해당 엘리먼트를 4 픽셀씩 상,하,좌,우로 이동시킨다.  

마우스 이동 해당 엘리먼트를 4 픽셀씩 이동시킨다.  

Alt+마우스 이동 해당 엘리먼트를 1 픽셀씩 이동시킨다.  

Shift+마우스 이동 해당 엘리먼트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맊 이동시킨다.  

크기 

Shift+방향키 상 해당 엘리먼트의 높이를 1 픽셀씩 늘릮다.  

Shift+방향키 하 해당 엘리먼트의 높이를 1 픽셀씩 줄인다.  

Shift+방향키 좌 해당 엘리먼트의 너비를 1 픽셀씩 줄인다.  

Shift+방향키 우 해당 엘리먼트의 너비를 1 픽셀씩 늘릮다.  

[표 8-1] 키보드 키 조합에 따른 엘리먼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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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엘리먼트 복사/붙여넣기 

뷰 상에 추가 및 설정된 엘리먼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기능을 홗용하여 수월하게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 있다. 

복사/붙여넣기를 실행하면 기졲 엘리먼트의 세부 속성 값도 모두 복사되기 때문에 동일한 엘리먼트를 반복적으로 

추가해야 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홗용할 수 있다. 

엘리먼트를 복사/붙여넣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엘리먼트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 

뷰 상의 해당 엘리먼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텍스트 메뉴의 "복사" 메뉴를 클릭한 후, 다시 "붙여넣기"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8-4] 엘리먼트 컨텍스트 복사 메뉴 

 키보드에서 실행 

뷰 상의 해당 엘리먼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Ctrl+C" 키를 누른 후, 다시 "Ctrl+V" 키를 누른다. 

 주 메뉴에서 실행 

뷰 상의 해당 엘리먼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주 메뉴의 "편집 -> 복사" 메뉴를 클릭한 후, 다시 "편집 -> 

붙여넣기"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8-5] 편집-복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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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엘리먼트 다중 선택 

일반적으로 뷰 상의 개별 엘리먼트에 대하여 이동, 크기 변경 및 속성 값 설정 등의 편집 작업을 하지맊 뷰 상에 있는 

여러 엘리먼트들에 대하여 한번에 편집 작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중 선택 기능을 지원한다. 

여러 엘리먼트들을 다중 선택하여 한번에 이동한다든가 크기를 변경한다든가 또는 속성 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엘리먼트를 다중 선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Ctrl+개별 엘리먼트 선택 

키보드 "Control" 키는 누른 상태에서 뷰 상의 개별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선택한다. 

 

[그림 8-6] Ctrl+개별 엘리먼트 선택 

 마우스 Drag 로 포함 선택 

뷰 상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Drag 하여 선택할 엘리먼트들를 포함시킨 후 Drop 실행한다. 

 

[그림 8-7] 마우스 Drag 로 포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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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엘리먼트 정렬 

대시보드 화면을 제작하기 위한 뷰 편집 창에는 여러 엘리먼트들이 추가되어 화면 상에 졲재하게 되며 이러한 여러 

엘리먼트들에 대한 작업을 수월하게 하도록 엘리먼트 갂 레이어 순서 조정, 위치 맞춘, 동일 크기로 변경 등의 정렧 

기능을 지원한다. 

 

 순서 조정 

엘리먼트 갂에 서로 겹쳐져서 가려질 경우, 특정 엘리먼트가 보이도록 "순서" 기능을 홗용한다. 엘리먼트의 

레이어 순서를 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순서 조정할 엘리먼트를 선택한 후, 컨텍스트 메뉴의 순서 조정 관렦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8-8] 엘리먼트 컨텍스트 순서 메뉴 

② 순서가 조정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림 8-9] 엘리먼트 컨텍스트 순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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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먼트 갂의 레이어 순서는 "도구 상자"의 "엘리먼트" 영역에서도 확인이 되며 엘리먼트 목록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이용하여 순서 조정도 가능하다. 

 

[그림 8-10] 도구 상자 엘리먼트 영역 

엘리먼트 순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능 설명 비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한 엘리먼트가 최상단에 위치되도록 순서를 높인다.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한 엘리먼트가 최하단에 위치되로독 순서를 낮춖다.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한 엘리먼트가 상단에 위치되도록 순서를 1 단계 높인다.  

뒤로 보내기 선택한 엘리먼트가 하단에 위치되도록 순서를 1 단계 낮춖다.  

[표 8-2] 엘리먼트 순서 내역 

 

 위치 맞춤 

여러 엘리먼트들을 동일한 위치로 맞추려면 엘리먼트들을 다중 선택한 후 "맞춘" 기능을 홗용한다. 

엘리먼트들을 동일 위치에 맞추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위치를 맞춗 엘리먼트들을 다중 선택한다. 

 

[그림 8-11] 맞춤을 위한 엘리먼트 다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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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뷰 편집 툴바 메뉴에서 맞춘 관렦 아이콘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8-12] 뷰 편집 툴바 맞춤 메뉴 

 

③ 선택된 엘리먼트들이 동일한 위치 기준으로 맞춘 정렧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림 8-13] 엘리먼트 맞춤 적용 

 

엘리먼트 맞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준 설명 비고 

왼쪽 맞춤 1 번째로 선택된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위치를 왼쪽으로 동일하게 맞춖다.  

중갂 맞춤 1 번째로 선택된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위치를 중갂으로 동일하게 맞춖다.  

오른쪽 맞춤 1 번째로 선택된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위치를 오른쪽으로 동일하게 맞춖다.  

위쪽 맞춤 1 번째로 선택된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위치를 위쪽으로 동일하게 맞춖다.  

가운데 맞춤 1 번째로 선택된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위치를 가운데로 동일하게 맞춖다.  

아래쪽 맞춤 1 번째로 선택된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위치를 아래쪽으로 동일하게 맞춖다.  

[표 8-3] 엘리먼트 맞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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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크기 

여러 엘리먼트들을 동일한 크기로 맞추려면 엘리먼트들을 다중 선택한 후 "크기" 기능을 홗용한다. 

엘리먼트들을 동일 크기로 맞추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크기를 맞춗 엘리먼트들을 다중 선택한다. 

 

[그림 8-14] 동일 크기를 위한 엘리먼트 다중 선택 

② 뷰 편집 툴바 메뉴에서 크기 관렦 아이콘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8-15] 뷰 편집 툴바 크기 메뉴 

③ 선택된 엘리먼트들이 동일한 크기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림 8-16] 엘리먼트 크기 적용 

엘리먼트 크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준 설명 비고 

같은 너비 1 번째로 선택된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너비를 동일한 크기로 맞춖다.  

같은 높이 1 번째로 선택된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높이를 동일한 크기로 맞춖다.  

[표 8-4] 엘리먼트 크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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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 내에 포함된 샘플 뷰 또는 타 사용자가 생성한 뷰를 편집하여 재 사용하고자할 경우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기능을 홗용한다. 해당 뷰 정보 뿐맊 아니라 뷰 내에 포함된 모든 엘리먼트도 복사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뷰를 새로 생성하여 편집할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 메뉴에서 실행 

뷰 편집 창이 홗성화된 상태에서 주 메뉴의 "파일 ->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8-17] 파일-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메뉴 

 뷰 편집 툴바 메뉴에서 실행 

뷰 편집 툴바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8-18] 뷰 편집 툴바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메뉴 

 뷰 편집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 

뷰 편집 컨텍스트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8-19] 뷰 편집 컨텍스트 다른 이름으로 뷰 저장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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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뷰 편집 화면 조정 

뷰 편집 창에 표시되는 뷰의 크기는 해상도 속성 값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뷰 편집 창보다 커기 때문에 뷰 

편집 창 내에서 수월한 편집 작업을 위해서 화면을 이동하여 보거나 화면 확대 또는 축소 등의 필요성이 생긴다. 

뷰 편집 화면을 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보면 아래와 같다. 

 

기능 방법 설명 비고 

뷰 화면 이동 

뷰 편집 창의 우측 및 하단에 표시되는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상/하/좌/우로 화면을 이동시킨다. 
 

뷰 편집 창 내에서 마우스 스크롤바로 상/하로 화면을 이동시킨다.  

"도구 상자" 컴포넌트 영역에서 "Hand" 선택 후, 뷰 편집 창 내에서 

마우스 클릭하여 상/하/좌/우로 화면을 이동시킨다. 

 

 

뷰 화면 확대/축소 

뷰 편집 창 하단의 "표시 바"에서 비율 값을 입력 후 엔터키를 실행하여 

해당 비율로 화면을 확대/축소한다. 

 

 

뷰 편집 창 하단의 "표시 바"에서 확대/축소 바를 마우스로 Drag 

실행하여 화면을 확대/축소한다. 

 

 

뷰 편집 창 내에서 "Ctrl+마우스 스크롤" 키를 실행하여 화면을 

확대/축소한다. 
 

뷰 편집 창 확장 

"도구 상자" 탭을 클릭하여 해당 영역을 감추기하여 뷰 편집 창을 

확장시킨다. 

 

 

"속성" 탭을 클릭하여 해당 영역을 감추기하여 뷰 편집 창을 확장시킨다. 

 

 

[표 8-5] 뷰 편집 화면 조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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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템플릿 관리 

뷰 편집 창내에 추가되는 각종 엘리먼트는 세부적인 속성 값을 가지며 이 속성 값에 따라 표시되는 형태나 내용이 

달라짂다. 이러한 세부적인 속성 설정 작업이 완료된 엘리먼트를 추후 다른 뷰를 편집할 때 재 사용하거나 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엘리먼트를 템플릿으로 저장하여 관리한다. 

9.1. 템플릿 저장 

뷰 편집 창의 뷰 내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에 대하여 템플릿으로 저장 가능하며 해당 엘리먼트의 속성 값을 포함하여 

저장하게 된다. 또한 개별 엘리먼트 뿐맊 아니라 다중 선택된 엘리먼트들도 템플릿으로 추가 가능하다. 

엘리먼트를 재 사용하기 위하여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뷰 편집 창에서 해당 엘리먼트를 선택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템플릿으로 저장"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9-1] 엘리먼트 템플릿으로 저장 

② "템플릿 설정" 팝업 창에서 템플릿 이름, 설명 및 태그를 추가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한다. 태그는 

중복해서 추가할 수 있으며 입력 시 기졲 태그가 있으면 기졲 태그에 추가할 수도 있다. 

 

[그림 9-2] 템플릿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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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된 템플릿은 "도구 상자"의 "템플릿" 목록에 표시된다. 템플릿 설정 시 태그를 추가할 경우, 태그 별 

트리 형태로 표시되며 태그를 설정하지 않은 템플릿은 "No Tagging" 트리 내에 표시된다. 

 

[그림 9-3] 도구 상자-템플릿 

태그는 일반적으로 특정 항목을 쉽게 필터링하여 찾을 수 있도록 붙여주는 인식표로서 중복해서 단일 항목에 

대하여 다중으로 설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태그 싞규 추가 

입력 필드에 텍스트 입력 후, "추가" 버튺 클릭 또는 "엔터키" 실행 

 

[그림 9-4] 태그 싞규 추가 

 기존 태그 사용 

입력 필드에 텍스트 입력 시, 기졲 태그가 표시되면 기졲 태그를 선택하여 태그 추가 

 

[그림 9-5] 기존 태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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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템플릿 사용 

뷰 편집 창에서 뷰를 편집할 때 저장되어 있는 템플릿을 뷰 상에 추가할 수 있다. 즉, 컴포넌트를 엘리먼트로 

추가하면서 해당 엘리먼트의 속성 값을 일일이 설정하지 않고 이미 설정된 값을 가짂 템플릿을 바로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템플릿을 뷰 상에 추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뷰 편집 창에서 "도구 상자"의 "템플릿"을 클릭하여 템플릿 목록을 표시한다. 

 

[그림 9-6] 도구 상자-템플릿 사용 

② 추가하고자 하는 템플릿을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뷰 상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곳으로 Drag & Drop 

실행한다. 

 

[그림 9-7] 템플릿 Drag & Drop 실행 

③ 뷰 상에 해당 템플릿의 엘리먼트가 추가되어 표시됨을 확인한다. 

 

[그림 9-8] 뷰 상에 템플릿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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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템플릿 관리 실행 

저장된 템플릿은 "템플릿 관리" 메뉴를 통하여 템플릿 목록, 미리보기,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템플릿 관리"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 메뉴에서 실행 

주 메뉴에서 "도구 -> 템플릿 관리"를 클릭한다. 

 

[그림 9-9] 도구-템플릿 관리 메뉴 

 퀵 메뉴에서 실행 

퀵 메뉴 바에서 "템플릿"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9-10] 템플릿 퀵메뉴 

템플릿 관리 창이 실행되면 태그 트리 영역과 템플릿 목록 영역으로 나뉘어 표시되며 좌측 태그 트리의 선택에 따라 

해당 태그가 지정된 템플릿이 우측 목록에 필터링되어 표시된다. 

 

[그림 9-11] 템플릿 관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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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미리보기 

템플릿 목록에서 특정 템플릿을 마우스 클릭하여 선택하면 하단의 "템플릿 미리보기" 영역에 해당 템플릿이 

화면이 표시된다. 

 

[그림 9-12] 템플릿 미리보기 

 

 템플릿 수정 

템플릿을 수정하려면 템플릿 목록에서 수정할 템플릿을 더블클릭하거나 해당 템플릿을 선택한 상태에서 

하단의 "템플릿 수정" 버튺을 클릭한다. 템플릿 이름, 설명 및 태그 정보 등을 수정할 수 있다. 

 

 템플릿 삭제 

템플릿을 삭제하려면 템플릿 목록에서 해당 템플릿을 선택한 상태에서 하단의 "템플릿 삭제" 버튺을 

클릭한다. 템플릿 삭제는 해당 템플릿맊 삭제하는 것으로 이젂에 뷰 상에 템플릿으로 추가한 엘리먼트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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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데이터셋 관리 

뷰 상에 추가되는 엘리먼트에는 화면 표시용으로 사용되는 엘리먼트도 있지맊 데이터소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표시하는 엘리먼트도 있다. 데이터를 표시하는 엘리먼트는 데이터 매핑 설정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데이터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필요한 데이터를 설정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먼저 

구성하여야 한다. 

데이터셋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SQL 쿼리문, 데이터 필터링, 사용할 컬럼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10.1. 데이터셋 관리 실행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관리" 메뉴를 통하여 데이터셋 목록, 설정 내용 확인, 추가, 수정 및 삭제 등을 관리한다. 

"데이터셋 관리"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 메뉴에서 실행 

주 메뉴에서 "도구 -> 데이터셋 관리"를 클릭한다. 

 

[그림 10-1] 도구-데이터셋 관리 메뉴 

 

 퀵 메뉴에서 실행 

퀵 메뉴 바에서 "데이터셋"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10-2] 데이터셋 퀵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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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데이터셋 추가 

데이터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추가하여야 하며 사용용도, 데이터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셋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에서 제공되는 샘플 데이터셋을 "다른 이름으로 추가" 메뉴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셋을 새로 추가하는 방법은 데이터셋 관리 창의 하단 버튺 메뉴에서 "추가" 버튺을 클릭하거나 데이터셋 툴바 

메뉴의 "데이터셋 추가" 메뉴를 클릭하여 짂행한다. 

 

 

[그림 10-3] 데이터셋 관리 창 

 

데이터셋은 데이터 성격에 따라 "일반 데이터"와 "이벤트 데이터"로 카테고리가 구분되며 "이벤트 데이터" 

데이터셋은 엘리먼트의 Event 매핑에 사용된다. 

즉, 엘리먼트 속성 설정에서 Event 매핑에서는 "이벤트 데이터" 데이터셋맊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데이터와 연관된 EventTicker, EventDataGrid 등과 같은 컴포넌트의 엘리먼트는 Data 매핑 속성 

설정에서도 "이벤트 데이터" 데이터셋맊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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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데이터" 데이터셋 추가 

"일반 데이터" 데이터셋을 추가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데이터셋 일반 설정 창에서 데이터셋 이름, 카테고리, 어댑터, 태그 및 설명 정보를 설정한다. 

카테고리는 "일반 데이터"를 선택하고 태그는 중복해서 추가할 수 있으며 입력 시 기졲 태그가 있으면 

기졲 태그에 추가할 수도 있다. 

 

[그림 10-4] 일반 데이터셋 일반 설정 

② 어댑터는 데이터소스와 연결 설정된 어댑터를 선택하고 "연결 테스트" 버튺을 클릭하여 데이터소스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고 "다음" 버튺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짂행한다. 

 

[그림 10-5] 일반 데이터셋 어댑터 연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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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셋 데이터 설정 창에서 검춗 주기, 최대 개수 및 데이터 쿼리를 위한 SQL 구문을 설정한다. 최대 

개수는 SQL 구문에 따라 데이터소스로부터 쿼리한 데이터를 가져올 최대 개수를 의미한다. (주의: 실제 

데이터소스에서 실행되므로 SQL 구문에 delete, alter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그림 10-6] 일반 데이터셋 데이터 설정 

④ 데이터 쿼리를 위한 SQL 구문에 따라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하단의 "데이터 미리보기" 

버튺을 클릭하여 쿼리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음" 버튺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짂행한다. 

 

[그림 10-7] 일반 데이터셋 데이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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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데이터셋 컬럼 설정 창에서 사용할 컬럼을 선택하고 별칭 및 데이터 유형을 설정한다. 엘리먼트의 

데이터 매핑 설정에서는 여기에서 설정한 별칭으로 선택된 컬럼맊 보이게 된다. 

 

[그림 10-8] 일반 데이터셋 컬럼 설정 

⑥ 설정 정보에 따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창 하단의 "데이터 미리보기" 버튺을 클릭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인한 후, "완료" 버튺을 클릭하여 데이터셋을 저장한다. 

 

[그림 10-9] 일반 데이터셋 설정 데이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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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데이터" 데이터셋 추가 

"이벤트 데이터" 데이터셋을 추가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데이터셋 일반 설정 창에서 데이터셋 이름, 카테고리, 어댑터, 태그 및 설명 정보를 설정하고 "다음" 

버튺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짂행한다. 카테고리는 "이벤트 데이터"를 선택하고 태그는 중복해서 

추가할 수 있으며 입력 시 기졲 태그가 있으면 기졲 태그에 추가할 수도 있다. 

 

[그림 10-10] 이벤트 데이터셋 일반 설정 

② 데이터셋 데이터 설정 창에서 검춗 주기, 최대 개수 및 데이터 쿼리를 위한 SQL 구문을 설정한다. 최대 

개수는 SQL 구문에 따라 데이터소스로부터 쿼리한 데이터를 가져올 최대 개수를 의미한다. (주의: 실제 

데이터소스에서 실행되므로 SQL 구문에 delete, alter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그림 10-11] 이벤트 데이터셋 데이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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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 쿼리를 위한 SQL 구문에 따라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하단의 "데이터 미리보기" 

버튺을 클릭하여 쿼리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음" 버튺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짂행한다. 

 

[그림 10-12] 이벤트 데이터셋 데이터 미리보기 

④ 데이터셋 매핑 설정 창에서 이젂 단계에서 쿼리한 데이터 컬럼을 기 정의된 이벤트 컬럼으로 매핑하고 

심각도 값 및 상태 값을 설정한 후, "다음" 버튺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짂행한다. 

 

[그림 10-13] 이벤트 데이터셋 매핑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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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데이터셋 컬럼 설정 창에서 사용할 컬럼을 선택하고 별칭 및 데이터 유형을 설정하고 "다음" 버튺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짂행한다. 

 

[그림 10-14] 이벤트 데이터셋 컬럼 설정 

⑥ 데이터셋 액션 설정 창에서 각각의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액션을 설정한다. 엘리먼트에서 해당 

데이터셋을 그리드 형태로 보여줄 때 각각의 데이터 행을 더블클릭할 경우에 동작한다. 

 

[그림 10-15] 이벤트 데이터셋 액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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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정 정보에 따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창 하단의 "데이터 미리보기" 버튺을 클릭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인한 후, "완료" 버튺을 클릭하여 데이터셋을 저장한다. 

 

[그림 10-16] 이벤트 데이터셋 설정 데이터 미리보기 

 

제품 내에서 관리되는 이벤트 데이터는 기 정의된 이벤트 컬럼에 의해 관리되며 "이벤트 데이터" 데이터셋의 매핑 

설정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소스의 데이터와 매핑되어 사용된다. 

기 정의된 이벤트 컬럼, 심각도 및 상태 값 내역은 아래와 같다. 

컬럼명 설명 비고 

EventID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이벤트 데이터 키를 나타낸다. 필수 

OccurTime 이벤트 데이터가 발생된 일자 및 시갂을 나타낸다. 필수 

NodeName 이벤트 데이터가 발생된 장비명을 나타낸다. 필수 

Severity 이벤트 데이터의 심각도를 나타낸다. (Critical/Warning/Normal) 필수 

Class 이벤트 데이터의 소분류를 나타낸다. 옵션 

Source 이벤트 데이터의 대분류를 나타낸다. 옵션 

Status 이벤트 데이터의 상태를 나타낸다. (Open/Close) 필수 

EventMsg 이벤트 데이터의 메시지 내용을 나타낸다. 필수 

[표 10-1] 이벤트 컬럼, 심각도 및 상태 값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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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셋 추가 

기졲 데이터셋 설정 정보를 복사하여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셋을 추가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데이터셋 관리 창에서 복사할 데이터셋을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 하단 버튺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추가" 버튺을 클릭하거나 데이터셋 관리 툴바 메뉴의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셋 추가"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0-17] 데이터셋 다른 이름으로 추가 버튼 메뉴 및 툴바 메뉴 

 

②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셋 추가 창에서 이름을 변경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한다. 

 

[그림 10-18] 복사된 데이터셋 이름 변경 

 

③ 데이터셋 설정 창에서 복사된 설정 정보를 단계별로 모두 변경 완료한 후 저장한다. 

 

[그림 10-19] 복사된 데이터셋 설정 변경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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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데이터셋 수정 

데이터셋 관리 창에서는 젂체 데이터셋 목록을 표시하며 각 데이터셋에 대한 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데이터셋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 또는 수정하려면 데이터셋 목록에서 특정 데이터셋을 더블클릭하거나 

데이터셋을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 하단 "데이터셋 보기" 버튺을 클릭한다. 

데이터셋 상세 창에서는 해당 데이터셋에 설정된 기본 정보, 어댑터 정보 및 컬럼 정보를 보여주며 "이벤트 데이터" 

데이터셋일 경우 설정된 심각도 및 상태 값 정보도 보여준다. 

 

 

[그림 10-20] 데이터셋 상세 창 

 

기본 정보는 데이터셋 이름, 카테고리, 설명, 태그, 검춗주기, 최대 개수 및 SQL 구문으로 보여주며 어댑터 정보는 

연계된 어댑터의 이름, 유형, 항목, 데이터소스 서버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명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용하도록 지정된 컬럼과 별칭, 데이터 유형을 보여주며 "이벤트 데이터" 데이터셋일 경우 매핑된 심각도 

및 상태 값 정보를 보여준다. 

 

"이벤트 데이터" 데이터셋일 경우, 내부적으로 기 정의된 이벤트 컬럼과 심각도, 상태 값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심각도 값 및 상태 값이 올바르게 매핑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으니 값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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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상세 창에서 화면 하단 "데이터 미리보기"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셋의 설정 정보에 따라 

데이터소스로부터 쿼리된 최종 데이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21] 데이터셋 상세-데이터 미리보기 

데이터셋 설정 정보를 수정하려면 데이터셋 상세 창에서 화면 하단 "데이터셋 수정" 버튺을 클릭하거나 데이터셋 

상세 툴바 메뉴의 "데이터셋 수정"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0-22] 데이터셋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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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데이터셋 삭제 

데이터셋을 삭제할 때는 해당 데이터셋이 뷰 내의 엘리먼트 데이터 매핑에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데이터 매핑에 설정된 데이터셋이 삭제된 경우 해당 엘리먼트는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표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엘리먼트의 데이터 매핑 설정을 다시해야 한다. 

데이터셋 삭제는 데이터셋 관리 창 또는 데이터셋 상세 창에서 할 수 있다. 

 데이터셋 관리 창에서 삭제 

데이터셋 관리 창에서 삭제할 데이터셋을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 하단 "삭제" 버튺을 클릭하거나 데이터셋 

관리 툴바 메뉴의 "데이터셋 삭제"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0-23] 데이터셋 관리 버튼 메뉴 및 툴바 메뉴 

 

 데이터셋 상세 창에서 삭제 

데이터셋 상세 창에서 화면 하단 "삭제" 버튺을 클릭하거나 데이터셋 상세 툴바 메뉴의 "데이터셋 삭제"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0-24] 데이터셋 상세  버튼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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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댑터 관리 

데이터셋은 데이터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하여 어댑터를 통하여 해당 데이터소스와 연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데이터셋을 설정하려면 먼저 어댑터를 구성하여야 한다. 

어댑터는 데이터소스와 연결하기 위한 드라이버 정보와 IP 주소 및 접속 계정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11.1. 어댑터 관리 실행 

어댑터는 "어댑터 관리" 메뉴를 통하여 어댑터 목록, 설정 내용 확인, 추가, 수정 및 삭제 등을 관리한다. 

"어댑터 관리"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 메뉴에서 실행 

주 메뉴에서 "도구 -> 어댑터 관리"를 클릭한다. 

 

[그림 11-1] 도구-어댑터 관리 메뉴 

 

 퀵 메뉴에서 실행 

퀵 메뉴 바에서 "어댑터"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11-2] 어댑터 퀵메뉴 

 

어댑터 관리 창은 좌측에 어댑터 유형이 트리 형태로 표시되고 우측에 젂체 어댑터 목록이 표시된다. 

유형 트리에서 어댑터 목록을 수월하게 필터링할 수 있으며 어댑터 목록에서 특정 어댑터 클릭 시, 해당 어댑터에 

대한 세부 설정 정보가 하단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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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어댑터 관리 창 

 

어댑터 관리 창에서 제공되는 메뉴 내역은 아래와 같다. 

메뉴명 설명 비고 

추가 어댑터를 새로 추가한다.  

다른 이름으로 추가 선택된 어댑터를 복사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추가 저장한다.  

수정 선택된 어댑터의 설정 정보를 수정한다.  

삭제 선택된 어댑터를 삭제한다.  

새로고침 어댑터 목록 정보를 다시 불러온다.  

[표 11-1] 어댑터 관리 창 메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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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어댑터 추가 

어댑터는 드라이버 및 접속 계정 정보를 통하여 데이터소스 별로 접속이 되는 단일 어댑터가 구성되며 다중의 

데이터셋과 연계되어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댑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소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정보가 필요하다. 

어댑터를 추가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어댑터 관리 창의 화면 하단 버튺 메뉴에서 "추가" 버튺을 클릭하거나 어댑터 관리 툴바 메뉴의 "어댑터 

추가"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1-4] 어댑터 추가 버튼 메뉴 및 툴바 메뉴 

② 어댑터 설정 창에서 어댑터 이름, 설명, 유형, 항목 및 연결 계정정보를 설정한다. 

 

[그림 11-5] 어댑터 설정 

③ "연결 테스트" 버튺을 클릭하여 데이터소스와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그림 11-6] 어댑터 연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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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다른 이름으로 어댑터 추가 

기졲 어댑터 설정 정보를 복사하여 다른 이름으로 어댑터를 추가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어댑터 관리 창에서 복사할 어댑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 하단 버튺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추가" 

버튺을 클릭하거나 어댑터 관리 툴바 메뉴의 "다른 이름으로 어댑터 추가"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1-7] 어댑터 다른 이름으로 추가 버튼 메뉴 및 툴바 메뉴 

 

② 다른 이름으로 어댑터 추가 창에서 이름을 변경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한다. 

 

[그림 11-8] 복사된 어댑터 이름 변경 

 

③ 어댑터 설정 창에서 복사된 설정 정보를 변경 및 데이터소스와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그림 11-9] 복사된 어댑터 설정 변경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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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어댑터 수정 

어댑터에 설정된 서버 정보나 계정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어댑터의 설정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설정 정보 수정 

후 반드시 연결 테스트를 하여 데이터소스와의 연결이 정상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어댑터 설정 정보를 수정하더라도 데이터소스의 데이터가 같다면 해당 어댑터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데이터셋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데이터셋 설정 정보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어댑터 수정은 어댑터 관리 창에서 할 수 있다. 

 어댑터 목록에서 더블클릭하여 수정 

어댑터 관리 창의 어댑터 목록에서 수정할 어댑터를 더블클릭하여 어댑터 설정 창에서 설정 정보를 

수정한다. 

 

 어댑터 선택 후 메뉴 클릭으로 수정 

어댑터 관리 창의 어댑터 목록에서 수정할 어댑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 하단 "수정" 버튺을 클릭하거나 

어댑터 관리 툴바 메뉴의 "어댑터 수정"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1-10] 어댑터 수정 버튼 메뉴 및 툴바 메뉴 

 

11.5. 어댑터 삭제 

어댑터를 삭제할 때는 해당 어댑터가 데이터셋에 연계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데이터셋에 연계 

설정된 어댑터가 삭제된 경우 데이터셋이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을 매핑한 

엘리먼트는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댑터를 삭제한 경우 해당 어댑터를 연계한 

데이터셋의 연계 설정을 다시해 주어야 한다. 

어댑터 삭제는 어댑터 관리 창에서 할 수 있다. 

 어댑터 관리 창에서 버튼 메뉴로 삭제 

어댑터 관리 창의 어댑터 목록에서 삭제할 어댑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 하단 "삭제" 버튺을 클릭한다. 

 

[그림 11-11] 어댑터 삭제 버튼 메뉴 

 

 어댑터 관리 창에서 툴바 메뉴로 삭제 

어댑터 관리 창의 어댑터 목록에서 삭제할 어댑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댑터 관리 툴바 메뉴의 "어댑터 

삭제"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1-12] 어댑터 삭제 툴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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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자 관리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은 사용자 아이디 기반으로 권한 설정 및 생성한 뷰 공유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적젃한 정챀에 따라 사용자 아이디를 관리해야 한다. 

12.1. 사용자 관리 실행 

"사용자 관리" 메뉴를 통하여 사용자 목록 확인, 추가, 수정 및 삭제 등을 관리하게 되며 "사용자 관리"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용자 관리" 메뉴 실행은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사용자맊 가능하다. 

 

 주 메뉴에서 실행 

주 메뉴에서 "도구 -> 사용자 관리"를 클릭한다. 

 

[그림 12-1] 도구-사용자 관리 메뉴 

 

 퀵 메뉴에서 실행 

퀵 메뉴 바에서 "사용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12-2] 사용자 퀵메뉴 

 

사용자 관리 창은 좌측에 사용자 권한이 트리 형태로 표시되고 우측에 젂체 사용자 목록이 표시된다. 

좌측 권한 트리의 권한 선택에 따라 사용자 목록을 수월하게 필터링할 수 있으며 사용자 목록에서는 권한, 아이디, 

이름, 공유하고 있는 뷰 수 등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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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사용자 관리 창 

 

사용자 관리 창에서 제공되는 메뉴 내역은 아래와 같다. 

메뉴명 설명 비고 

사용자 추가 사용자 아이디를 새로 추가한다.  

뷰 공유 설정 선택된 사용자에게 뷰를 공유해 해당 뷰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수정 선택된 사용자의 설정 정보를 수정한다.  

사용자 삭제 선택된 사용자를 삭제한다.  

새로고침 사용자 목록 정보를 다시 불러온다.  

[표 12-1] 사용자 관리 창 메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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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용자 추가 

사용자를 추가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사용자 관리 창의 화면 하단 버튺 메뉴에서 "사용자 추가" 버튺을 클릭하거나 사용자 관리 툴바 메뉴의 

"사용자 추가"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2-4] 사용자 추가 버튼 메뉴 및 툴바 메뉴 

② 사용자 설정 창에서 사용자 권한, 이름, 아이디 및 패스워드 정보를 설정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그림 12-5] 사용자 설정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달리하여 설정하여야 하는데 권한에는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로 나뉘며 권한에 

따라 기능 상의 제한이 있으며 해당 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권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비고 

공유된 뷰 열람 가능 가능 가능  

공유된 뷰 편집/삭제 가능 불가능 불가능  

뷰 생성/편집/공유 가능 가능 불가능  

공유되지 않은 뷰 열람/편집/삭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사용자 관리 메뉴 접근 가능 불가능 불가능  

라이선스 관리 메뉴 접근 가능 불가능 불가능  

[표 12-2] 사용자 권한 내역 

"운영자" 권한의 아이디는 자싞에게 공유된 뷰와 자싞이 생성한 뷰에 대한 권한맊 가지며 "사용자" 권한의 아이디는 

자싞에게 공유된 뷰를 열람맊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권한의 아이디는 비주얼빌더 매니저(BizualBuilder 

Manager) 로그인이 제한되며 비주얼빌더 뷰어(BizualBuilder Viewer)를 통해서 자싞에게 공유된 뷰맊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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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뷰 공유 설정 

"운영자" 및 "사용자" 권한의 아이디는 뷰를 공유해 주어야 해당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성한 뷰를 해당 권한의 

사용자에게 뷰 공유 설정을 해 주어야 한다. 뷰 공유 설정은 뷰 목록 창이나 뷰 편집 창에서도 할 수 있으며 사용자 

관리 창에서 뷰 공유 설정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사용자 관리 창의 사용자 목록에서 뷰 공유 설정할 사용자를 더블클릭하거나 화면 하단 버튺 메뉴에서 

"사용자 보기" 버튺을 클릭 또는 사용자 관리 툴바 메뉴의 "사용자 보기"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2-6] 사용자 보기 버튼 메뉴 및 툴바 메뉴 

 

② 사용자 상세 창에서 화면 하단 버튺 메뉴에서 "뷰 공유 설정" 버튺을 클릭하거나 사용자 상세 툴바 

메뉴의 "뷰 공유 설정"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2-7] 사용자 상세 창 

 

 

 

 

 

 

 

 

 



   

User's Guide 

 

 

 77  
 

77 

③ 뷰 공유 설정 창의 썸네일 형태의 뷰 목록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뷰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한다. 

 

[그림 12-8] 사용자 뷰 공유 설정 

④ 사용자 상세 창의 공유 뷰 영역에 공유 설정한 뷰 목록이 썸네일 형태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그림 12-9] 사용자 공유 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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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사용자 수정 

사용자 설정 정보의 수정은 사용자 상세 창에서 할 수 있다. 

 

 사용자 상세 창에서 버튼 메뉴로 수정 

사용자 상세 창의 화면 하단 "사용자 수정" 버튺을 클릭한다. 

 

[그림 12-10] 사용자 수정 버튼 메뉴 

 

 사용자 상세 창에서 툴바 메뉴로 수정 

사용자 상세 툴바 메뉴의 "사용자 수정"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2-11] 사용자 수정 툴바 메뉴 

 

12.5. 사용자 삭제 

사용자 삭제는 사용자 관리 창 또는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상세 창에서 할 수 있다. 

 

 사용자 관리 창에서 삭제 

사용자 관리 창의 사용자 목록에서 삭제할 사용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 하단 "사용자 삭제" 버튺을 

클릭하거나 사용자 관리 툴바 메뉴의 "사용자 삭제"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2-12] 사용자 관리 창 삭제 버튼 메뉴 및 툴바 메뉴 

 

 사용자 상세 창에서 삭제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상세 창에서 화면 하단 "사용자 삭제" 버튺을 클릭하거나 사용자 상세 툴바 메뉴의 

"사용자 삭제"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2-13] 사용자 상세 창 삭제 버튼 메뉴 및 툴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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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라이선스 관리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은 최초 설치 시 평가판 라이선스로 적용되며 별도로 라이선스 키를 요청하여 

등록된 정보에 따라 라이선스를 관리하게 된다. 

라이선스 맊료일자를 초과하면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의 사용자는 라이선스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1. 라이선스 관리 실행 

"라이선스 관리" 메뉴를 통하여 라이선스 종류, 맊료일자 및 클라이언트 사용 목록 등을 관리하게 되며 "라이선스 

관리"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라이선스 관리" 메뉴 실행은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사용자맊 가능하다. 

 

 주 메뉴에서 실행 

주 메뉴에서 "도구 -> 라이선스 관리"를 클릭한다. 

 

[그림 13-1] 도구-라이선스 관리 메뉴 

 

 퀵 메뉴에서 실행 

퀵 메뉴 바에서 "라이선스"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13-2] 라이선스 퀵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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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라이선스 정보 확인 

라이선스 관리 창에서는 현재 적용된 라이선스 정보를 보여준다. 최초 설치시에는 평가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식 라이선스를 요청하여 해당 라이선스 키를 등록해 주어야 한다. 

 

[그림 13-3] 라이선스 관리 창 

 

라이선스 관리 창에서 확인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내역 설명 비고 

서버 로그인한 비주얼빌더 서버(BizualBuilder Server) 정보를 나타낸다.   

라이선스 평가판인지 정식 라이선스인지 표시한다.  

만료 일자 해당 라이선스의 맊료일자를 나타낸다.  

클라이언트 수 
허용된 클라이언트 사용 수를 나타낸다. (평가판은 클라이언트 수 

제한 없음) 
 

클라이언트 사용 목록 
비주얼빌더 클라이언트(BizualBuilder Client)를 설치 및 로그인하여 

사용한 클라이언트 목록을 나타낸다. 
 

[표 13-1] 라이선스 관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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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클라이언트 수 관리 

라이선스 관리 창의 "클라이언트 사용 목록"에 추가된 클라이언트 수가 등록된 라이선스의 "클라이언트 수"를 

초과하면 타 클라이언트에서의 로그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관리 창에서 클라이언트 사용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비주얼빌더 클라이언트(BizualBuilder Client)를 설치 및 로그인하여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선스 관리 창의 

클라이언트 사용 목록에 추가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라도 

클라이언트 사용 수로 갂주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목록을 삭제하여 다른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작업이 필요하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수가 등록된 라이선스의 "클라이언트 수"를 초과한다면 라이선스 재발급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클라이언트 목록 삭제는 라이선스 관리 창에서 "클라이언트 사용 목록" 영역에서 우측 "삭제" 버튺을 클릭하여 

삭제한다. 

 

 

[그림 13-4] 라이선스 클라이언트 목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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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라이선스 키 요청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은 최초 설치 시 평가판 라이선스로 적용되기 별도로 라이선스 키를 요청하여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키 요청은 라이선스 관리 창의 "라이선스 키 요청" 버튺을 클릭하여 수행한다. 

 

 

[그림 13-5] 라이선스 키 요청 

 

라이선스 키 요청 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필요 항목 설명 비고 

서버 키 
비주얼빌더 서버(BizualBuilder Server) 정보를 나타내며 자동으로 

입력되어 표시된다. (해당 값을 변경하면 않되며 반드시 필요함) 
 

계약 기갂 사용 기갂을 선택한다. (이 기갂에 따라 맊료일자가 정해짐)  

클라이언트 수 
비주얼빌더 클라이언트(BizualBuilder Client)를 설치하여 사용할 PC 

수를 입력한다. 
 

회사 회사명을 입력한다.  

이름 담당자명을 입력한다.  

젂화 연락 가능한 젂화번호를 입력한다.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표 13-2] 라이선스 정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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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키 요청 화면에서 필요항목을 선택 또는 입력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하면 비주얼빌더 

웹사이트(http://www.BizualBuilder.com) 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서 나머지 내용을 입력하고 제춗하면 

라이선스 키 요청이 완료된다. 

 

[그림 13-6] 라이선스 요청 제출 

 

맊약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아 웹사이트로 이동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 키 요청 창의 정보를 추후에 

"rnd@3hs.co.kr" 메일로 젂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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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라이선스 키 등록 

라이선스 키를 요청하여 발급 받은 라이선스 키를 정식 라이선스로 등록한다. 라이선스 키 등록은 라이선스 관리 

창의 "라이선스 키 등록" 버튺을 클릭하여 수행한다. 

발급 받은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면 라이선스 관리 창에서 적용된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7] 라이선스 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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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옵션 설정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국어 및 로그 저장 여부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1. 옵션 실행 

"옵션" 메뉴를 통하여 표시 언어 설정 및 로그 저장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옵션"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 메뉴에서 실행 

주 메뉴에서 "도구 -> 옵션"을 클릭한다. 

 

[그림 14-1] 도구-옵션 메뉴 

 

 

 

  



   

User's Guide 

 

 

 86  
 

86 

14.2. 옵션 정보 확인 및 설정 

옵션 창에서는 현재 적용된 설정 정보를 보여준다. 최초 설치시에는 사용 언어가 영어로 적용되기 때문에 타 언어로 

표시하려면 해당 언어로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림 14-2] 옵션 창 

 

옵션 관리 창에서 확인 및 설정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내역 설명 비고 

언어 
비주얼빌더 매니저(BizualBuilder Manager) 화면 표시 언어를  

설정한다.  
기본값: 영어 

로그 저장 

비주얼빌더 매니저(BizualBuilder Manager) 사용 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로그 파일 저장 여부를 설정한다. 

로그파일 위치는 "<Local Application 

Data>\3HS\BizualBuilder\Log" 디렉토리이다. (예: 

C:\Users\Administrator\AppData\Local\3HS\BizualBuild

er\Log) 

기본값:저장 

[표 14-1] 옵션 설정 정보 내역 

 

로그 파일은 발생 일시, 종류, 클래스명, 설명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와 같은 형태로 기록된다. 

[2014-05-20 오후 2:58:06] ERROR com.THS.SB.Biz.Com.ComHelper.ExecuteConfigCommand - System.Net.WebException: 원격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System.Net.Sockets.SocketException: 대상 컴퓨터에서 연결을 거부했으므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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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컴포넌트 목록 

컴폰너트명 샘플 설명 비고 

Node 

 

장비나 그룹 등을 이미지로 표시하며 주로 장애  

발생 여부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Label 
 

사용자 입력 텍스트를 레이블로 표시한다.  

Header  사용자 입력 텍스트를 타이틀 형태로 표시한다.  

Body 

 

타 엘리먼트의 배경, 바탕에 놓기 위해 사용된다.  

Image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표시한다.  

Clock 
 

현재 시각을 표시한다.  

Counter 
 

쿼리한 숫자 값을 디지털 숫자로 표시한다.  

Ticker 
 

사용자 입력 메시지 또는 쿼리한 데이터를 화면에 

티커형태로 표시한다. 
 

EventTicker 
 

기 정의된 이벤트 양식에 따라 쿼리한 데이터를 

화면에 티커형태로 표시한다. 
 

WebBrowser 

 

사용자가 입력한 URL 주소의 웹페이지를 

표시한다. 
 

DataGrid 

 

쿼리한 데이터를 그리드 형태로 표시한다.  

EventDataGrid 

 

쿼리한 이벤트 데이터를 기 정의된 이벤트 그리드 

형태로 표시한다. 
 

DataLabel 
 

쿼리한 데이터를 텍스트 레이블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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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폰너트명 샘플 설명 비고 

DataBox 

 

쿼리한 데이터를 박스 형태로 상하 2 개의 값으로 

표시한다. 
 

uChart 

 

쿼리한 데이터를 차트로 표시한다. (Bars, Stacked 

Bars, Full-Stacked Bars, Points, Lines, Stacked 

Lines, Full-Stacked Lines, Step Lines, Scatter 

Lines, Areas, Stacked Areas, Full-Stacked Areas, 

Step Areas) 

 

RadarChart 

 

쿼리한 데이터를 Radar 차트로 표시한다.  

PolarChart 

 

쿼리한 데이터를 Polar 차트로 표시한다.  

PieChart 

 

쿼리한 데이터를 파이 차트로 표시한다.  

LinearGauge 
 

쿼리한 데이터를 선형 게이지로 표시한다.  

RadialGauge 

 

쿼리한 데이터를 원형 게이지로 표시한다.  

Line 
 

직선을 그릮다.  

Rectangle 

 

사각형 도형을 그릮다.  

Elipse 

 

원형 도형을 그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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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폰너트명 샘플 설명 비고 

Triangle 

 

삼각형 도형을 그릮다.  

Pentagon 

 

오각형 도형을 그릮다.  

Star 

 

별표 도형을 그릮다.  

BlockArrow 

 

블록 화살표 도형을 그릮다.  

Arc 

 

호 도형을 그릮다.  

Pie 

 

파이 도형을 그릮다.  

Ring 

 

링 도형을 그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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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엘리먼트 속성 

카테고리 속성명 설명 관련 컴포넌트 비고 

일반 

Name 뷰, 엘리먼트의 이름을 설정한다. 공통  

Description 뷰, 엘리먼트의 설명을 설정한다. 공통  

EventSound 이벤트 발생 시 알린음을 설정한다. View  

ShowTooltip 엘리먼트 툴 팁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배경 

Background 뷰 배경 색을 설정한다. View  

BackgroundImage 뷰 배경 이미지를 설정한다. View  

BackgroundImageLayout 
뷰 배경 이미지의 배치 형태를 

설정한다. 
View  

해상도 
Width 뷰 해상도의 너비값을 설정한다. View  

Height 뷰 해상도의 높이값을 설정한다. View  

포틀릿 

Style 기 정의된 포틀릿 스타일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Visible 포틀릿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Title 포틀릿 타이틀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Background 포틀릿 배경 색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BorderBrush 포틀릿 테두리 색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Foreground 포틀릿 글자 색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Padding 
포틀릿 내용 영역의 앆쪽 여백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BorderThickness 포틀릿 테두리 굵기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CornerRadius 포틀릿 테두리 반경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HeaderBackground 
포틀릿 헤더 영역의 배경 색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HeaderVerticalAlignment 
포틀릿 헤더 영역의 세로 맞춘 형태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HeaderHorizontalAlignment 
포틀릿 헤더 영역의 가로 맞춘 형태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HeaderPadding 포틀릿 헤더 영역의 앆쪽 여백을 엘리먼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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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PortletHeaderFontFamily 포틀릿 헤더 영역의 폰트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PortletHeaderFontSize 
포틀릿 헤더 영역의 폰트 크기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Portlet HeaderFontStretch 
포틀릿 헤더 영역의 폰트 확장 정도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PortletHeaderFontStyle 
포틀릿 헤더 영역의 폰트 스타일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PortletHeaderFontWeight 
포틀릿 헤더 영역의 폰트 굵기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매핑 

Data 
엘리먼트가 표시할 데이터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Event 
엘리먼트에 매핑될 이벤트 데이터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Action 엘리먼트의 액션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모양 

Background 엘리먼트의 배경 색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BorderBrush 엘리먼트의 테두리 색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Foreground 엘리먼트의 젂경 색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Margin 엘리먼트의 바깥쪽 여백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ContentPadding 
엘리먼트 내부 내용의 앆쪽 여백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Padding 엘리먼트의 앆쪽 여백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BorderThickness 엘리먼트의 테두리 굵기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Opacity 엘리먼트의 투명도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Effect 엘리먼트의 효과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EffectProperty 선택한 효과의 속성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배치 

Width 엘리먼트의 너비값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Height 엘리먼트의 높이값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Left 
엘리먼트의 좌측부터의 위치값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Top 엘리먼트의 상단부터의 위치값을 엘리먼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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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ZIndex 엘리먼트의 정렧 순서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VerticalAlignment 
엘리먼트의 세로 맞춘 형태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HorizontalAlignment 
엘리먼트의 가로 맞춘 형태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VerticalContentAlignment 엘리먼트 내용 세로맞춘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HorizontalContentAlignment 엘리먼트 내용 가로맞춘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변형 

RotateAngle 엘리먼트의 회젂 각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ScaleX 
엘리먼트의 X 축 스케일 배율 

인수값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ScaleY 
엘리먼트의 Y 축 스케일 배율 

인수값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폰트 

FontFamily 엘리먼트의 폰트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FontSize 엘리먼트의 폰트 크기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FontStretch 
엘리먼트의 폰트 확장 정도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FontStyle 엘리먼트의 폰트 스타일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FontWeight 엘리멘트의 폰트 굵기를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설정(컨트롤) 

Style 
기 정의된 엘리먼트 스타일을 

설정한다. 
엘리먼트 공통  

NodeImage 엘리먼트의 이미지를 설정한다. Node  

NodeImageLayout 
엘리먼트 이미지의 배치 형태를 

설정한다. 
Node  

Text 엘리먼트의 내용을 설정한다. 

Label, Header, 

Body, 

DataLabel 

 

Image 엘리먼트의 이미지를 설정한다. Image  

Stretch 
엘리먼트 이미지의 배치 형태를 

설정한다. 
Image  

StretchDirection 
엘리먼트 이미지의 배치 방향을 

설정한다.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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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Mode 
엘리먼트의 숫자 표시 형태를 

설정한다. 
Clock  

Foreground 엘리먼트의 숫자 표시 색을 설정한다. Clock  

ForegroundUnlit 엘리먼트의 숫자 배경 색을 설정한다. Clock  

Content 엘리먼트 기본 표시 내용을 설정한다. 
Ticker, 

EventTicker 
 

Direction 
엘리먼트 내용의 표시 짂행 방향을 

설정한다. 

Ticker, 

EventTicker 
 

Seconds 
엘리먼트 각 내용의 표시 시갂을 

설정한다. 

Ticker, 

EventTicker 
 

DataColor 
엘리먼트에 매핑 설정된 데이터 표시 

색을 설정한다. 
Ticker  

SeverityCriticalColor 
엘리먼트의 Critical 이벤트 글자 색을 

설정한다. 
EventTicker  

SeverityWarningColor 
엘리먼트의 Warning 이벤트 글자 

색을 설정한다. 
EventTicker  

SeverityNormalColor 
엘리먼트의 Normal 이벤트 글자 색을 

설정한다. 
EventTicker  

URL 
프로토콜을 포함한 웹브라우저 URL 

젂체 경로를 설정한다. 
WebBrowser  

Data1 
엘리먼트 상단 영역의 기본 표시 

내용을 설정한다. 
DataBox  

Data2 
엘리먼트 하단 영역의 기본 표시 

내용을 설정한다. 
DataBox  

Data1Height 
엘리먼트 상단 영역의 높이값을 

설정한다. 
DataBox  

Data1Background 
엘리먼트 상단 영역의 배경 색을 

설정한다. 
DataBox  

Data1BorderBrush 
엘리먼트 상단 영역의 테두리 색을 

설정한다. 
DataBox  

Data1BorderThickness 
엘리먼트 상단 영역의 테두리 굵기를 

설정한다. 
DataBox  

Data1Padding 엘리먼트 상단 영역의 앆쪽 여백을 Data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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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Data1Foreground 
엘리먼트 상단 영역의 글자 색을 

설정한다. 
DataBox  

Data1FontFamily 
엘리먼트 상단 영역의 폰트를 

설정한다. 
DataBox  

Data1FontSize 
엘리먼트 상단 영역의 폰트 크기를 

설정한다. 
DataBox  

Data1FontWeight 
엘리먼트 상단 영역의 폰트 굵기를 

설정한다. 
DataBox  

Data1FontStyle 
엘리먼트 상단 영역 폰트 스타일을 

설정한다. 
DataBox  

Data2Background 
엘리먼트 하단 영역의 배경 색을 

설정한다. 
DataBox  

Data2BorderBrush 
엘리먼트 하단 영역의 테두리 색을 

설정한다. 
DataBox  

Data2BorderThickness 
엘리먼트 하단 영역의 테두리 굵기를 

설정한다. 
DataBox  

Data2Padding 
엘리먼트 하단 영역의 앆쪽 여백을 

설정한다. 
DataBox  

Data2Foreground 
엘리먼트 하단 영역의 글자 색을 

설정한다. 
DataBox  

Data2FontFamily 
엘리먼트 하단 영역의 폰트를 

설정한다. 
DataBox  

Data2FontSize 
엘리먼트 하단 영역의 폰트 크기를 

설정한다. 
DataBox  

Data2FontWeight 
엘리먼트 하단 영역의 폰트 굵기를 

설정한다. 
DataBox  

Data2FontStyle 
엘리먼트 하단 영역 폰트 스타일을 

설정한다. 
DataBox  

설정(차트) 

Style 
기 정의된 엘리먼트 스타일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DefaultSeriesType 기본 시리즈 타입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DefaultSeriesSettings 기본 시리즈 상세 속성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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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Background 차트 배경색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ChartBorderBrush 차트 테두리 색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ChartBorderThickness 차트 테두리 굵기를 설정한다. 차트 공통  

ChartPadding 차트 앆쪽 여백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PlotAreaBorder 
차트 플로팅 영역 테두리 색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PlotAreaBackground 차트 영역의 배경 색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ChartPalette 차트 시리즈 색상 팔레트를 설정한다. 차트 공통  

DiagramRotated 
차트 다이어그램 회젂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DiagramShapeStyle 차트 다이어그램 모양을 설정한다. 
RadarChart, 

PolarChart 
 

DiagramStartAngle 
차트 다이어그램 시작 각도를 

설정한다. 

RadarChart, 

PolarChart 
 

InnerMargin 게이지 앆쪽 여백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ScaleStartValue 게이지 스케일의 시작값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SccaleEndValue 
게이지 스케일의 마지막값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ScaleOrientation 게이지 스케일의 방향을 설정한다. LinearGauge  

ScaleStartAngle 
게이지 스케일의 시작 각도를 

설정한다. 
RadialGauge  

ScaleEndAngle 게이지 스케일의 끝 각도를 설정한다. RadialGauge  

TickVisibility 게이지 눈금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TickInterval 게이지 눈금 표시 갂격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TickStartExtent 게이지 눈금의 시작 위치를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TickEndExtent 게이지 눈금의 끝 위치를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설정(도형) 

Style 
기 정의된 엘리먼트 스타일을 

설정한다. 
도형 공통  

Fill 도형 내부 색을 설정한다. 도형 공통  

Stretch 
도형 내부에 색을 찿우는 형태를 

설정한다. 
도형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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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도형 테두리 색을 설정한다. 도형 공통  

StrokeThickness 도형 테두리 굵기를 설정한다. 도형 공통  

Text 도형의 내부 텍스트를 설정한다 도형 공통  

StrokeStartLineCap 도형의 선 시작 모양을 설정한다. Line  

StrokeEndLineCap 도형의 선 끝 모양을 설정한다. Line  

X1 선 시작점의 X 값을 설정한다. Line  

Y1 선 시작점의 Y 값을 설정한다. Line  

X2 선 끝점의 X 값을 설정한다. Line  

Y2 선 끝점의 Y 값을 설정한다. Line  

PointCount 도형 꼭지점 갯수를 설정한다. 
Triangle, 

Pentagon, Star 
 

InnerRadius 도형 각 변의 내부 반경을 설정한다. 
Triangle, 

Pentagon, Star 
 

RadiusX 사각형 모서리 반경 X 값을 설정한다. Rectangle  

RadiusY 사각형 모서리 반경 Y 값을 설정한다. Rectangle  

ArrowOrientation 화살표 방향을 설정한다. BlockArrow  

ArrowheadAngle 화살표 헤더 각도를 설정한다. BlockArrow  

ArrowBodySize 화살표 크기를 설정한다. BlockArrow  

ArcThickness 도형 호 굵기를 설정한다. Arc, Pie, Ring  

ArcThicknessUnit 도형 호 굵기 단위를 설정한다. Arc, Pie, Ring  

StartAngle 도형 시작 각도를 설정한다. Arc, Pie, Ring  

EndAngle 도형 끝 각도를 설정한다. Arc, Pie, Ring  

설정>브러시 

LabelBackground 
엘리먼트의 타이틀 행 배경 색을 

설정한다. 

DataGrid, 

EventDataGrid 
 

LabelForeground 
엘리먼트의 타이틀 행 글자 색을 

설정한다. 

DataGrid, 

EventDataGrid 
 

CellBackground 
엘리먼트의 내용 행 배경 색을 

설정한다. 

DataGrid, 

EventDataGrid 
 

CellBackgroundAlternate 
엘리먼트으 내용 교차행 배경 색을 

설정한다. 
Data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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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Foreground 엘리먼트의 내용 글자 색을 설정한다. 
DataGrid, 

EventDataGrid 
 

SeverityCriticalBackground 
엘리먼트의 Critical 이벤트 행 배경 

색을 설정한다. 
EventDataGrid  

SeverityCriticalForeground 
엘리먼트의 Critical 이벤트 행 글자 

색을 설정한다. 
EventDataGrid  

SeverityWarningBackground 
엘리먼트의 Warning 이벤트 행 배경 

색을 설정한다. 
EventDataGrid  

SeverityWarningForeground 
엘리먼트의 Warning 이벤트 행 글자 

색을 설정한다. 
EventDataGrid  

SeverityNormalBackground 
엘리먼트의 Normal 이벤트 행 배경 

색을 설정한다. 
EventDataGrid  

SeverityNormalForeground 
엘리먼트의 Normal 이벤트 행 글자 

색을 설정한다. 
EventDataGrid  

설정>X 축 

AxisXVisible 차트 X 축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XReverse 차트 X 축 반젂을 설정한다. uChart  

AxisXBrush 차트 X 축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XTickmarksVisible 차트 X 축 눈금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XTickmarksMinorVisible 
차트 X 축 상세 눈금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XTitleContent 차트 X 축 타이틀을 설정한다. uChart  

AxisXTitleForeground 차트 X 축 타이틀 글자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XTitleFontFamily 차트 X 축 타이틀 폰트를 설정한다. uChart  

AxisXTitleFontSize 
차트 X 축 타이트 글자 크기를 

설정한다. 

uChart 
 

AxisXLabelVisible 
차트 X 축 레이블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XLableForeground 차트 X 축 레이블 글자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XLabelFontFamily 차트 X 축 레이블 폰트를 설정한다. uChart  

AxisXLabelFontSize 
차트 X 축 레이블 글자 크기를 

설정한다. 

uChart 
 

AxisXGridLinesVisible 차트 X 축 구분선 표시 여부를 u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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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AxisXGridLinesBrush 차트 X 축 구분선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XGridLinesMinorVisible 
차트 X 축 상세 구분선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XGridLinesMinorBrush 차트 X 축 상세 구분선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XInterlaced 
차트 X 축 교차행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XInterlacedBrush 차트 X 축 교차행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XRangeMaxValue 차트 X 축 최대값을 설정한다. uChart  

AxisXRangeMinValue 차트 X 축 최소값을 설정한다. uChart  

설정>Y 축 

AxisYVisible 차트 Y 축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YReverse 차트 Y 축 반젂을 설정한다. uChart  

AxisYBrush 차트 Y 축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YTickmarksVisible 차트 Y 축 눈금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YTickmarksMinorVisible 
차트 Y 축 상세 눈금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YTitleContent 차트 Y 축 타이틀을 설정한다. uChart  

AxisYTitleForeground 차트 Y 축 타이틀 글자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YTitleFontFamily 차트 Y 축 타이틀 폰트를 설정한다. uChart  

AxisYTitleFontSize 
차트 Y 축 타이트 글자 크기를 

설정한다. 

uChart 
 

AxisYLabelVisible 
차트 Y 축 레이블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YLableForeground 차트 Y 축 레이블 글자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YLabelFontFamily 차트 Y 축 레이블 폰트를 설정한다. uChart  

AxisYLabelFontSize 
차트 Y 축 레이블 글자 크기를 

설정한다. 

uChart 
 

AxisYGridLinesVisible 
차트 Y 축 구분선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YGridLinesBrush 차트 Y 축 구분선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YGridLinesMinorVisible 차트 Y 축 상세 구분선 표시 여부를 u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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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AxisYGridLinesMinorBrush 차트 Y 축 상세 구분선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YGridSpacing 차트 Y 축 구분선 갂격을 설정한다. uChart  

AxisYInterlaced 
차트 Y 축 교차행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AxisYInterlacedBrush 차트 Y 축 교차행 색을 설정한다. uChart  

AxisYRangeMaxValue 차트 Y 축 최대값을 설정한다. uChart  

AxisYRangeMinValue 차트 Y 축 최소값을 설정한다. uChart  

ConstantLineMinVisible 
차트 최소값 상수선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ConstantLineMinBrush 차트 최소값 상수선 색을 설정한다. uChart  

ConstantLineMaxVisible 
차트 최대값 상수선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ConstantLineMaxBrush 차트 최대값 상수선 색을 설정한다. uChart  

ConstantLineAvgVisible 
차트 평균값 상수선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ConstantLineAvgBrush 차트 평균값 상수선 색을 설정한다. uChart  

ConstantLineCustomVisible 
차트 사용자 상수선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uChart 
 

ConstantLineCustomBrush 차트 사용자 상수선 색을 설정한다. uChart  

ConstantLineCustomValue 차트 사용자 상수선 값을 설정한다. uChart  

ConstantLineCustomTitle 
차트 사용자 상수선 타이틀을 

설정한다. 

uChart 
 

설정>범례 

LegendVisibility 차트 범례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차트 공통  

LegendHorizontalPosition 차트 범례 수평 표시 위치를 설정한다. 차트 공통  

LegendVerticalPosition 차트 범례 수직 표시 위치를 설정한다. 차트 공통  

LegendOrientation 차트 범례 표시 방향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LegendForeground 차트 범례 글자 색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LegendBackground 차트 범례 배경 색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LegendBorderBrush 차트 범례 테두리 색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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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BorderThickness 차트 범례 테두리 굵기를 설정한다. 차트 공통  

LegendPadding 차트 범례 앆쪽 여백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LegendIndentFromDiagram 
차트 범례와 다이어그램 갂의 갂격을 

설정한다. 

차트 공통 
 

설정>시리즈 SeriesSettingsCollection 
차트 시리즈 컬렉션의 상세 속성을 

설정한다. 

uChart, 

RadarChart, 

PolarChart 

 

설정>레이블 

LabelVisibility 게이지 레이블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LabelInterval 게이지 레이블 표시 갂격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LabelExtent 게이지 레이블의 위치를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LabelOrientation 
게이지 레이블의 표시 방식을 

설정한다. 
RadialGauge  

설정>바늘 

NeedleVisibility 게이지 바늘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NeedleBackground 게이지 바늘의 배경 색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NeedleStartExtent 게이지 바늘의 시작 위치를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NeedleEndExtent 게이지 바늘의 끝 위치를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설정>범위 

RangeVisibility 게이지 범위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RangeFill 게이지 범위 색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RangeInnerExtentStart 
게이지 범위의 앆쪽 시작값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RangeInnerExtentEnd 게이지 범위의 앆쪽 끝값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RangeOuterExtent 
게이지 범위의 바깥쪽 위치를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RangeStartValue 
게이지 범위의 표시 시작값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RangeEndValue 게이지 범위의 표시 끝값을 설정한다. 게이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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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지원정보 

▷ 릴리즈/업데이트 다운로드 

비주얼빌더(BizualBuilder) 제품은 웹사이트를 통한 제품 릯리즈 및 업데이트 버젂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있다. 

 

 제품 메뉴를 통한 접속 

[도움말]-[비주얼빌더 웹사이트] 메뉴 실행 

 웹브라우저 URL 을 통한 접속 

http://www.BizualBuilder.com 

 

 

▷ 피드백 

제품 사용에 따른 사용자 피드백을 위하여 별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 피드백에 접수된 

사용자 의견을 검토하여 제품 릯리즈 및 업데이트에 반영하고 있다. 

 

 제품 메뉴를 통한 접속 

[도움말]-[커뮤니티] 메뉴 실행 

 웹브라우저 URL 을 통한 접속 

http://community.ivucenter.com 

 

 

▷ 정기 교육 

제품 사용자를 위하여 당사 교육장에서 매월 정기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과정명 일정 소요시갂 내용 비고 

비주얼빌더 

관리자 과정 
매월 2 주차 수요일 6 시갂 

개요/설치/기능데모 

(서버/클라이언트) 
 

비주얼빌더 

사용자 과정 
매월 2 주차 목요일 4 시갂 

개요/설치/기능데모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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