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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Notice  

Copyright©2012 하나로TNS.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이의동, 경기알앤디비센터415호)  

 

Restricted Rights Legend  

 

This software and documents are made available only under the terms of The 

HTNS License Agreement and may be used or copi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reproduced, transmitted, 

or transla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manual, or optical,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HTNS. 

 

소프트웨어 및 문서는 오직 HTNS의 사용권 계약 하에서만 이용이 가

능하며, 사용권 계약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매뉴얼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보증 및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이 매뉴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에 보호되므로 발행자의 허가 없이 전

체 또는 일부를 어떤 형식이나, 사진 녹화, 기록,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

템과 같은 그래픽이나 전자적, 기계적 수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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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개 

1.1 개    요 

1.1.1  목  적 

 

주요 내용이 기술된 이 설명서를 통해 신규 G1 System을 어떻게 이용하

는지 설명함으로써 신규 시스템을 더 빨리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물류관리서비스를 위한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 정착, 사용자 서비스 제

공 그리고 정보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선진 

IT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상세 기술은 G1 시스템 內 각

각의 업무 윈도우 상단에 있는 Help(SOP) Icon을 Click하여 공유함으로써 각 

파트별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업무적인 자세한 사용설명은 시스템 Help(SOP)을 이용하여 배포될 예

정이다. 

 

1.1.2  주요 용어. 

- BizTalk 

 :  사내 비즈니스 채팅 서비스로 업무 관계자들끼리 텍스트 , 파일 및 

업무 화면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G1 System 內의 특정업무에 

따라 관련자에게 자동으로 메시지를 Push해 주거나 같은 업무화면을 서

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Auto Controller System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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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시스템(Web Site) 종류 

2.1 Web OS Framework 

 

:  g1.htns.com – MS Window형태의 데스크 탑 프래임워크로 각각의 업무를 윈도우형

태로 지원한다. 

 

[그림 2.1] G1  

 

2.2 Web Portal Framework 

 

:  g1m.htns.com – 반응형 웹 형태의 프래임워크로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각종 매출입 실적을 다양한 Chat로 보여주며 태블릿을 이용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다. 

 

[그림 2.2] G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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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eb Simple Framework 

: g1s.htns.com – 일반적인 웹 형태의 탭기반 프래임워크로 협력사등 외부 공개용 시스

템으로 제공하며 사내직원이 이용 시 업무위주의 화면만 서비스 된다. 

 

[그림 2.3] G1S 

 

2.4 Web Tracking Framework 

: g1t.htns.com – 특송 트레이싱 정보를 로그인 과정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서

비스 되고 있으며 향후 일반 화물건에 대한 Tracking정보 또한 같이 서비스할 예정이

다. 

 

[그림 2.4] G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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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in 
 

3.1 G1 Login 

 

각 시스템(사이트)별 로그인 화면은 동일하며 SSO (Single Sign On) 형태로 

세션이 공유 되어 각각의 시스템(사이트)間 별도로그인 과정 없이 동일한 세

션으로 G1 계열 시스템(G1/G1M/G1S) 間 이동이 가능하다.   

※ 향후 portal system 추가 개발 시 동일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g1.htns.com 

 g1m.htns.com 

 g1s.htns.com 

 

 

[그림 3.1] G1 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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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System Download 
 

 G1 계열 시스템(G1/G1M/G1S)은 로그인이 성공되면 업무관련 모든화면들이 사용자 

개인 PC로 다운로드 된다. 

 

[그림 3.1.1] G1 System Download 

 

3.1.2 System Update 
 

 전산팀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서버에 프로그램을 탑재한다. 프로

그램 개선을 요청한 사용자는 Refresh(F5)를 통해 변경된 프로그램 개선사항을 적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 개인 PC로 다운로드 한다. 

 

[그림 3.1.1] G1 System Update 

 

 확인을 선택하여 변경된 프로그램 내용을 다시 다운로드 받는다. 

 속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매번 업데이트 받을 필요는 없으며, 

 다만, 현재 업무가 Normal한 부분으로 특별히 개선사항 적용이 필요 없는 사용자

인 경우로 제한한다. 

 現 스킵한 상태로 모든 사용자는 무조건 시스템 변경 시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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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1 Login Fail 

 

 패스워드 오류횟수는 Max 5번 까지 지원되면 오류 시 회사메일로 사용자

에게 자동 전달된다. 

 

 

[그림 3.2 -1] 패스워드 오류화면 

 

 

 [그림 3.2-2] 오류횟수 초과로 자동 이메일 전송 

 

 

[그림 3.2-3]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메일  

 

 받은 메일의 패스워드(■ New Password   : 14876545603***)를 복사하여 

로그인시 이용함. 

 발급받은 비밀번호는 하루까지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로그인 완료 후 공지팝업

에 명시된 내용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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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1 System사용 유효기간 

3.3.1 유효기간 당일 

 비밀번호 분실에 의한 재발급된 비밀번호는 하루 동안만 유효하므로 로그인 완

료 시 하기 화면과 같이 공지팝업이 보여진다. 

 

[그림 3.3.1-1] 패스워드 변경 공지 팝업 

 

 Change user information Click!! 

 

[그림 3.3.1-2] 패스워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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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유효기간 경과 

 

[그림 3.3.2-1] 패스워드 변경  

 

-  변경될 패스워드는 8~16 자리이상, 숫자,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특수문자를 각각 하나 

이상씩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조건오류 시 마우스를 해당위치에 올리면 관련문구가 보여, 문구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면 완료된다. 

 

※ 향후 신규 패스워드는 2개를 교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추가 보완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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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1 System 사용관리 제어 정책 

4.1 계정 세션 제어 

: 세션 유지(로그인한 상태)는 오직 1개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고 같은 경우 개

인 PC, 테블릿PC 및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개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되는 브라우저(크롬/네이버/파이어폭스/오페라등) 또한 허용 세션 수에 포함

된다. 

 

[그림 4.1-1] 최대세션개수 알림 화면 

 

[그림 4.1-2] 최대세션개수 초과로 자동 이메일 전송 

 

Maximum sessions of 2 for this principal exceeded (최대 세션 2개까지만 가능) 

Automatic email delivery due to exceeding the maximum number of allowed sessions. 

(최대 허용 세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메일 전송되어 Closing 가능) 

 

 

[그림 4.1-3]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메일  

 

※ Mail을 통해 새롭게 로그인이 완료 되었다면 로그인을 시도했던 브라우저 上에선 다

시 ID/PW를 넣고 로그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세션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냥 새

로고침(F5) 하시면 됩니다.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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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사례 1. 회사/재택 공동 사용 가능? 

: 2개까지 허용되므로 가능하다. 그러나, 모바일/테블릿PC/노트북등 추가 사용은 할 수 

없다. 

 

4.1.2 사례 2. 물류창고內에서의 사무실 1/작업장 테블릿 PC/재택 

사용 가능? 

: 2개까지 허용되므로 재택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무실1 PC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

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무실1 PC에서 사용하는 G1 시스템을 로그아웃 하면 

집에서도 G1 시스템 작업이 가능하다. 

 

 ※ 세션 유지(로그인한 상태)는 회사PC/노트북/테블릿PC/휴대폰등 무분

별하게 사용되는걸 막고 보안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 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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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tility 

5.1 단축키 

5.1.1 Lock(Ctrl+M) 
: 점심시간 등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G1 System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Lock을 걸어 보호함. 

 단, 세션만 끊기며 다시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경우 PW등록 만으로 Lock 이전 화면들

을 Refresh(F5) 없이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작업할 수 있다. 

 

 

5.1.2 Logout(Ctrl+B) 
: 세션이 개인당 2개까지만 유지 되므로 재택근무나 외근상태에서 타 PC를 이용할 경

우 근무지 G1 System을 로그아웃 하도록 한다. 

참고] 4.1 계정 세션 제어 

 

5.1.3 Show Desktop (Ctrl+.) 
: 화면들이 많을 경우 모든 화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5.1.4 Close all Windows (Ctrl+/) 
: 불필요한 화면들이 많을 경우 모든 화면을 Closing할 수 있도록 한다. 

 

5.1.5 Close all Windows (Alt+1, 2, 3, 4, 5, 6, 7, 8, 9, 0) 
: 작업 화면들이 많을 경우 특정화면을 Open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작업표시줄의 첫

번째 화면(Alt+1), 두번째 화면(Alt+2)…열번째화면(Alt+0) 

단, 10개까지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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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계시간 

5.2.1 해외 Local Time Viewer 

: 작업표시줄 오른쪽에 업무와 관계된 현지 Local Time을 개인별로 저장관리 할 수 있

다. ( 바탕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시 ) 

 

 

5.3 데이터 그리드 

5.3.1 그리드 설정정보 Local PC 저장 

: 조회 시 보여지는 데이터 그리드의 Sorting, 컬럼 Viewing유무 및 순서까지 따로 저

장버튼 없이 조작만으로 바로 Local PC에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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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그리드 데이터 클립보드 저장 

: 선택된 영역을 클립보드에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으며 콤보박스 같은 Object 

컬럼 또한 복사하여 해당 그리드의 콤보박스에 넣을 수 있다. 

 

 Ctrl +c : 선택된 셀 복사 (Text & Object(콤보박스))  

 Ctrl +v : 복사된 Text & Object(콤보박스)를 선택된 셀에 붙여넣기 

 Ctrl +z : Sorting기능 해제 

 Shift + c :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된 텍스트 복사(Object는 안됨) 

 Shift + v : 선택된 셀이 존재한 컬럼 전체를 Txt파일로 다운로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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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G1 계열 시스템間 연동 

5.4.1 G1 <-> G1S, G1 <-> G1M 

: G1시스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버튼 클릭시 Link정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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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뉴 

6.1 대메뉴 

 

 G1시스템의 바탕화면 중앙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권한에 따라 조정되어 보

여준다. 

 관리/업무공통/영업/포워딩/운송/창고/자재물류/통관/특송/정산/회계 모듈로 구

성되어 있다. 

 

6.2 시작메뉴 

 

 대 메뉴 선택 시 그에 따른 상세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잠그기/로그아

웃/모든창 내리기, 닫기/G1 가이드문서 보기 등이 지원된다. 

 자주 이용되는 메뉴는 바탕화면 바로가기를 통해 단축아이콘을 생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화면이 띄워져 있을 경우 단축아이콘을 통해 빠르게 

찾아서 작업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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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메뉴검색 

 

 

 검색바를 이용하여 해당메뉴를 빠르게 검색하여 실행할 수 있다. 

 검색된 여러메뉴 중 선택할 경우 해당메뉴로 방향키 이동 후 Tab키를 이용하

여 해당화면을 띄워줄 수 있다. 

단, Enter키로 선택할 경우 Online Tracking화면 이 보여지므로 참고하기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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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nline Tracking 

7.1 Air/Ocean Tracking Viewer 

 

 

 G1 시스템 바탕화면에서 M B/L No를 넣고 Enter Key를 누르시면 팝업으로 

해당 화물에 대한 Tracking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단, M B/L 확정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함. 

Cf> 검색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콤보박스 형태의 메뉴검색으로 이용됨. 

Enter Key를 누를 경우만 Tracking 기능으로 사용됨. 

 

 

 화살표를 누를 경우 검색조건에 따른 타 B/L건도 Tracking조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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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록 

8.1 사용자 최적화 환경 구성 가이드 

8.1.1 최적화 단계 

 

 

8.1.2 G1 최적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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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ActiveX  설치 여부 확인 

 

 

 G1 시스템 처음 사용자 

 

- 상기 2개의 ActiveX 형태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반드시 삭

제하거나 , 선택적 사용 설정 후  G1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시스템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하기와 같이 삭제 후 재설치를 통해 이용이 가

능하다.  

 

※ 제어판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추가/삭제에서 상기 프로그램을 제거 후  

PC 재부팅 

 

※ 현재는 AhnLab 측에서 해당문제를 개선하여 적용되어 있으므로 신규 설치

시 G1 System과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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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시스템 계속 사용자 

 

- 시스템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하기와 같이 크롬 브라우저 설정정보 확인 

후  

 URL : chrome://accessibility/ 

 Global accessibility mode: on 

Off 로 변경해야 한다. 

 

- 크롬 실행 시 자동설정 방법( 6.3.7 크롬 추가옵션 참고 ) 

 바탕화면에 있는 크롬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속성화면 열기 

 대상(T) 항목 끝에 " --disable-renderer-accessibility" 라는 파

라미터 추가하기 

예) "{구글크롬설치경로}\Application\chrome.exe"(공백)--

disable-renderer-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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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Report(출력물) 가이드 

8.2.1 HTML5 지원 브라우저 현황 

 

 

※ 리포트 출력물(PDF)의 경우 전문 Viewer인 Acrobat Reader 사용시 가장 

품질 좋은 프린트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각각의 브라우저 또한 Acrobat에서 제공하는 plug-in을 삽입하여 PDF문서

를 서비스 하고 있기는 하나 품질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PDF 전문 뷰어인 Acrobat Reader를 사용하면 좋으나 업무상 브라우저에서 

직접 제어한다면 현재로썬 Firefox 브라우저가 가장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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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Q&A 

 

8.3.1 로그인 패스워드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G1 로그인화면에서 5회 오류 시 회사메일로 사용자에게 자동 전달됨. 

 사용자는 메일을 확인하여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함. 

 초기 화면에 공지되는 팝업에서 Link걸린 사용자 정보관리 윈도우를 오픈함. 

 8~16자 영문 대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등 4종류를 꼭 사용하여 패스워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변경함. 

- 변경시  만료일자는 30일이 자동 증가함. 

 

8.3.2 엑셀(CSV)를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컬럼 구분이 잘 안되

는것 같아요? 

 

 

 엑셀(CSV)구분은 MS Office Excel에서 각 사용자분 PC OS인 Windows 언

어설정을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로드 

하려고 하는 엑셀(CSV) 파일에 데이터로 ‘,’가 들어가 있을 경우  MS 

Office Excel이 컬럼 구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를 꼭 넣어야 하는 경우 컬럼 구분설정을 변경해 주면 됨. 

 

 구분설정 변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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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판은 연다. 

2. 리스트中 언어를 선택한다. 

3. 날짜, 시간 또는 숫자형식 변경을 클릭한다. 

4. 추가설정을 클릭한다. 

5. 목록구분기호 입력 창에 ‘,’ 대신 ‘|’를 넣는다. 

6. 확인하고 설정을 저장한다.  

 

※ 여기서 콤마(‘,’) 대신 파이프(‘|’)를 예로 든 이유는 엑셀(CSV) 데이터

에 파이프(‘|’)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지만 만에 하나 파이프

(‘|’)를 이용할 경우엔 다른 문자로 변경 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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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그리드 컬럼 Sorting 이 끝났는데 더 이상 Sorting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기 그림과 같이 컬럼 속성 기능중에 Clear Sort를 사용하여 적용

된 Ascending / Descending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그리드 선택 후 단축키 ctrl+z 를 누르면 적용된 sorting기능을 해

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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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크롬에서 개인화 설정(그리드 컬럼숨김 및 순서변경

등등)을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개

인화 설정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림] 크롬 개인 설정 파일 

- 사용자 윈도우 버전에 따라 설정정보파일의 위치가 다르나 대략 하

기와 유사한 위치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크롬 

- C:\Users\사용자계정\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Google\Chrome\User 

Data\Default\Local Storage 

- C:\Users\cdyoo\AppData\Local\Google\Chrome\User Data\Default\Local Storage 

 

■사파리: C:\Users\사용자계정\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Apple 

Computer\Safari\LocalStorage 

■파폭: C:\Users\사용자계정\mkex\Application 

Data\Mozilla\Firefox\Profiles\xxx.default\webappsstore.sqlite 파일 

■오페라: C:\Users\사용자계정\Application Data\Opera\Opera\pstorage 

- 아래 2개의 파일을 백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위치에 덮어쓰면 된다. 

http_g1.htns.com_0.localstorage 

http_g1.htns.com_0.localstorage-journal 

 

※ 저장파일 위치인 Application Data(AppData) 는 보통 숨김파일로 관리

됩니다.  

※ 윈도우탐색기에서 숨김 파일 보기 설정 후 *.localstorage(크롬인경우)

로 전체 검색하시면 직접 경로를 찾아 가는 것보다 수월하리라 생각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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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윈도우탐색기 숨김 파일 보기 설정 화면 

 

 

[그림] G1 System內 My Cloud 등록 화면 

 

- 상기 그림과 같이 설정파일을 BizTalk의 G1 My Cloud 파일에 저장하

면 어느 장소든 설정파일을 다운받아 같은 설정으로 작업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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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그리드 데이터를 영역을 지정해서 엑셀에 붙여 넣을

수 있나요? 

- 그리드 우측클릭하여 Excel Viewer 메뉴 클릭 

 

 

- 현재 조회된 그리드상의 데이터와 동일한 스프레드시트가 팝업으로 

뜨며 원하는 내용을 드래그하여 ctrl + c / ctrl + v로 엑셀에 복사 

/ 붙여넣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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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그리드 컬럼 숨김 및 순서변경 등등의 설정정보가 없어졌

어요? 

- Ctrl+Shift+Delete 할 경우 인터넷 사용기록이 삭제됩니다. 즉, 그

리드 컬럼 숨김 및 순서변경 등등의 설정정보도 같이 삭제 됩니다. 

- G1 시스템의 Major 업그레이드의 경우 이전 설정정보와 충돌이 발생

하여 브라우저 上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Ctrl+Shift+Delete를 이용하여 브라우저 설정정보를 초기화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Q&A 6.2.4를 참고해 주세요. 

※ 기록삭제 하기 전 꼭 로그아웃하고 해주세요. Max Session수에 걸려

서 다시 로그인 하는데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크롬 인터넷 정보 삭제 화면 

 

 

[그림] 파이어 폭스 인터넷 정보 삭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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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크롬에서 여러 탭을 이용해서 업무 시 오후쯤 되면 많이 

느려져요? 

- 크롬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메모리(RAM)를 많이 사용

합니다. 또한, 여러 탭을 이용할 경우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 크롬 기동 시 OS(MS윈도우)에서 할당되는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작아

서 따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크롬 실행 시 자동설정 방법 

 바탕화면에 있는 크롬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속성화면 열기 

 대상(T) 항목 끝에 하기 예와 같이 공백 포함해서 파라미터 추가하

기 

예) "{구글크롬설치경로}\Application\chrome.exe"(공백)  

 --disk-cache-size=1073741824 --disable-renderer-accessibility 

※ 프린트관련 

--disable-print-preview : 프린터 다이얼로그 이용 출력 

--kiosk-printing : 프린터 미리보기 없이 바로출력 

 

※ 개인 PC의 RAM에 따라 사용메모리 할당을 더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 

- 1GB   : 1073741824 

- 1.5GB : 1610612736 

- 2GB   : 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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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 
 

  채팅(BizTalk)  

: 최근 잦은 프로그램 개선에 따라 서버재기동이 빈번하게 일어나

고 있습니다. 채팅의 경우 서버 재기동에 따라 서비스가 안될 수 

있으므로 G1시스템이 안정화 되기 전까지 이용에 불편하더라도 당

분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G1 시스템은 HTML5 표준언어로 개발되었으나, 일부 브라우저 개

발사 , 개인 PC 별로 일부 화면/색상/출력물 폰트 등이 왜곡 되어 

조회 될 수 있으며, 각 브라우저의 버전 업데이트, 설정 변경 등

으로  해결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문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