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kanda, 오픈 플랫폼에 Angular 추가, 전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능성 확장  
 
증가하는 기능 목록과 개발자와 기술에 대한 더 많은 개방성을 통해, 전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위한 4D 의 오픈소스 플랫폼이 획기적인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파리 2014 년 12 월 10 일 PRNewswire=연합뉴스)선도적인 통합 애플리케이션 
개발 솔루션 공급 업체인 4D 는 전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플랫폼이 빠르게 진화하고 확장하는 한 해를 보낸 데 이어, NG-
Europe 컨퍼런스에서 자사의 Angular-Wakanda 솔루션을 소개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398351-wakanda-add-
angular-to-platform/   
 
Angular-Wakanda 베타 버전 공개  
 
Wakanda 는 10 월 말 파리에서 열린 NG-Europe 에서 Angular-Wakanda 를 
공개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작업하는 것에 회사가 
전념하고 있음을 보였다. Wakanda 개발자들은 이제 AngularJS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Angular-Wakanda Generator 는 디버그, 유닛 테스트 등에 대한 완벽한 개발 
환경을 제공해 애플리케이션 비계 설정의 속도를 높인다.  
 
Angular-Wakanda Connector 는 서버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게재하는 능력은 물론, 대상 관계, 빠른 데이터 페이징, 간단한 쿼리 필터, 
실시간 스크롤링 등을 통한 손쉬운 네비게이션으로 고객측 운영을 용이하게 
한다.  
 
Angular-Wakanda 는 Wakanda 10.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 버전에서 공개되는 
더 많은 기능들로는 Wakanda Cloud, Wakanda Shell, 새로운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 LDAP Support 가 Wakanda Enterprise Edition 에서 이용 
가능하다. 추가 기능들은 JSON 임포트/엑스포트 API 와 향상된 위젯 
API(Repeater 와 Scroll 동작, 페이지네이션 등)를 포함한다. 
 
Angular-Wakanda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wakanda.org/angular-wakanda/ 에서 조회할 수 있다.  
 
생산 및 공개 준비 완료 



 
지난 한 해 동안 플랫폼에 대한 수많은 진화적 개선이 공개됐고, 모든 
개선점들은 완벽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이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금번 
향상 범위는 Wakanda 애플리케이션의 MySQL 및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 베이스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SQL 커넥터에서부터, 완전한 ODBC 
상호운영가능성과 최적화된 WebSockets 과 고객-서버 커뮤니케이션에까지 
이른다.  
 
Wakanda 가 서버측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했다는 것은 개발자들이 작업을 
위해서 단지 이 언어만을 알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전문적인 서버측 
언어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플랫폼과는 달리, Wakanda 는 서버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들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Wakanda 의 
SSJS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시도할 수 있도록 http://play.wakanda.org 를 
만들었다.  
 
Wakanda 는 또한 프론트-엔드에서 이를 더욱 개방했다. 모든 제 3 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Wakanda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드래그-앤-
드롭(drag-and-drop) 위젯으로 변환될 수 있다. API 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 
어디에든 포함될 수 있는 맞춤 위젯을 만들 수도 있다. 맞춤 위젯, 테마, 확장 
및 모듈 등과 같은 Wakanda Studio 애드-온은 이제 GitHub 을 통한 
Wakanda 의 내장 애드-온 익스텐션(Add-ons Extension)을 사용해 전체 
Wakanda 커뮤니티와 공유할 수 있다. 
 
학습 옵션 
 
Wakanda 는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의 선두적 위치에 서는 것뿐 아니라, 웹 
개발자들의 막대한 가치를 위한 많은 재원들에 투자해왔다.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세계적인 교육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Wakanda 는 현재 
새로운 개발자들이 즉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개발한 무료 입문 비디오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세션들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인터페이스 제작과 
솔루션 관리로 진행된다. 고객들은 4 개 코스로 구분된 80 개 교육 단위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Wakanda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가 이끄는 강의실 교육으로 확장됐다. Wakanda 는 
입문, 중급, 고급 수준의 교육 세션을 영어와 불어로 제공한다.  
 
Wakanda 소개 
Wakanda 는 개발자들에게 웹 및 모바일 사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중심 
자바스크립트 개발 플랫폼을 제공한다. Wakanda 의 기초는 최상의 
소프트웨어들(완벽한 개발 스튜디오와 고객 프레임워크로 용이화 되는 강력하고 
안전한 오픈소스 NoSQL 데이터베이스 & 서버, 자바스크립트와 REST 에 기반한 
확장 가능한 모델 구동형 구조)을 사용한 기술에 의존한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산업 기준을 완벽히 준수하는 Wakanda 는 JSON, 
REST/HTTP, CommonJS 를 지원한다.  
 
Wakanda 로 개발된 Cloud 솔루션은 모든 데스크탑과 모바일 플랫폼에 배포될 
수 있다.  
 
유용성 & 가격 
Wakanda 는 즉시 다운로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129/€99 의 가격부터 
시작되는 상업 라이센싱을 비롯해, 무료 오픈소스 커뮤니티 판으로도 제공된다. 
더 자세한 정보 및 Wakanda 다운로드는 웹사이트 http://www.wakanda.org 
를 방문한다. 
 
상업 라이센싱 및 유료 지원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akanda.4d.com 를 방문한다. 
 
4D 소개 
30 년 이상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의 선도적 업체로 자리해온 4D 는 웹, 
모바일, 데스크탑, 고객-서버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배포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한다. 4D 솔루션과 개발 도구는 70 개 이상의 
국가, 수백만 이상의 최종 사용자, 1 만여 개 이상의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s)들이 사용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4D.com 에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