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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software Red Carpet Subscription
은 FTP부터 IMAP와 SNMP까지 모든 
주요 프로토콜, SSL과 SSH 보안, S/
MIME 암호화, 디지털 인증서, 신용 
카드 처리, ZIP 압축, 출고와 추적, 
전자 비즈니스(EDI) 거래, 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인터넷 
연결성, 보안 메시징, Windows 
Workflow Foundation용 파일 변환을 
위한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무료이므로 직장 컴퓨터, 노트북 또는 
심지어 가정 컴퓨터에서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적 
제한이 없으므로 .NET, COM, C++, 
Java, Pocket PC, UNIX, Linux, 
Mac OS X, iPhone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무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을 포함한 
업데이트 CD를 분기별로 제공합니다. 
분기별로 제공하는 업데이트 CD는 
IP*Works!, SSL, S/MIME, S/Shell, Zip, 
EDI, Amazon Integrators, Shipping 
Integrators, SharePoint Integrators, 
Integrators for QuickBooks, 
Enterprise Adapters, Paymentech, 
E-Payment, Vital/TSYS, USPS, 
PayPal, Workflow Activities 등을 
비롯한 30,000달러(미국) 이상 가치의 
모든 /n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합니다.

Red Carpet Subscription은 인터넷 
개발을 위한 종합 프레임워크인 
IP*Works!를 포함하고 대부분 
/n 소프트웨어 제품의 핵심 구축 

블록입니다. IP*Works!는 이메일 발송, 
파일 전송, 네트워크 관리, 웹 탐색, 웹 
서비스 소비 등과 같은 작업을 쉽게 
하는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래머블 
컴포넌트를 제공해 인터넷 개발의 
복잡성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ATOM, DNS, FileMailer, FTP, 
HTMLMailer, HTTP, ICMPPort, IMAP, 
IPDaemon, IPInfo, IPMonitor, IPPort, 
LDAP, MCast, MIME, MX, NetClock, 
NetCode, NetDial, NNTP, Ping, POP, 
RCP, REST, Rexec, Rshell, RSS, 
SMPP, SMTP, SNPP, SOAP, Syslog, 
Telnet, TFTP, TraceRoute, UDPPort, 
WebDav, WebForm, WebUpload, 
Whois, XMLp, XMPP와 같은 모든 주요 
인터넷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Red Carpet Subscription은 ‘기존’ 
IP*Works! 컴포넌트의 안전한 SSL 사용 
드롭-인 교체용 모음인 IP*Works! SSL
을 포함합니다.

/n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빠르고, 
강력하며, 신뢰성이 있고 최소한의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에 종속성이 없으며 작고 
가볍습니다. 더욱이 지원되는 모든 
플랫폼을 위한 고유한 개발 컴포넌트를 
포함합니다. IP*Works!는 공통적이고 
배우기 쉬운 개체 모델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간소화된 인터페이스가 있는 
완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포함합니다. 
컴포넌트는 수천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거쳤으며 참조 문서, 수백 
개의 샘플 어플리케이션, 완전 색인화 
도움말 파일도 제공합니다. 

 /n software Red Carpet Subscription 

 SharePoint Integrator 제품 
 SharePoint Server와 직접 상호 
작용을 하며 다양한 SharePoint 
데이터 액세스와 관리 기능에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IP*Works! 
 인터넷 개발을 위한 종합 
프레임워크입니다. 

 Windows Workflow Foundation 
활동 
 작업 흐름 패키지에 인터넷 기능을 
쉽게 통합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Internet Communications 
 ATOM, REST, MX, DNS, RSS, 
NNTP, SMPP, POP, Rexec, Rshell, 
SMTP, SOAP, Telnet, Ping, TFTP, 
FileMailer, NetClock, FTP, HTTP 등. 

 1회 가입으로 모든 것 
 기술적 제한이 없어 .NET, COM, 
C++, Java, UNIX, Linux, 심지어 
Mac OS X와 iPhone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컴포넌트 
 /n software Red Carpet 
Subscription은 많은 IP*Works! 
컴포넌트의 보안 버전을 포함합니다. 

 /n software 
 /n software Red Carpet Subscription   Q3 2012 

•    FTP, IMAP, SNMP, SSL, SSH, S/MIME, 디지털 인증서, 신용카드 처리, 
e-비즈니스(EDI) 트랜잭션용 컴포넌트를 포함 

•    1년 동안 무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신규 버전 제공 

 통신, 보안, e-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통신, 보안, e-비즈니스 컴포넌트입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n software Red Carpet Subscription   Q3 2012  56 - \ 1,769,800 

 IP*Works!   .NET Edition   V8.0  118 - \ 707,200 

 Shipping Integrator   V3  224 - \ 721,900 

 IP*Works!   Delphi Edition   V8.0  241   \ 601,400 

 Google Integrator ActiveX/COM Edition   V1 - - \ 480,900 

 PayPal Integrator   V4 - - \ 480,900 

 /n software SharePoint Extensions   V3.0 - - \ 721,900 

 /n software Work� ow Activities   V3 - - \ 119,300 

 Amazon Integrator   .NET   V5 - - \ 721,900 

 Azure Integrator   .NET Edition   V1 - - \ 480,9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E-Banking Integrator   Java Edition   V3 - - \ 721,900 

 E-Payment Integrator   C++ Edition   V5 - - \ 471,100 

 ERP (SAP) Integrator Android OS Edition   V1 - - \ 1,204,000 

 FDMS Integrator   .NET   V3 - - \ 3,011,900 

 Google Integrator   .NET   V1 - - \ 480,900 

 IP*Works!   Java Edition   V8.0 - - \ 707,200 

 IP*Works! EDI   Java Edition   V8.0 - - \ 1,179,500 

 IP*Works! EDI   .NET Edition   V8.0 - - \ 601,400 

 IP*Works! S/MIME   Java Edition   V8.0 - - \ 1,061,400 

 IP*Works! Secure SNMP   C++ Edition   V8.0 - - \ 1,415,600 

PRODUCTS FROM  /N SOFTWARE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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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ource에서 구입하는 이유?

아르헨티나 .................... 0800 666 3484
오스트 레일리아 ............. 1 800 0 15292
오스트리아 ...................... 0800 281 750
벨기에 ............................... 0800 7 5603
브라질 ........................... 0800 891 6478
불가리아  ..................... 00800 115 4445
캐나다 ............................. 888 850 9911
칠레 ............................... 1230 020 6857
칠레 ...................................800 5_70258
중국 (북부) .................. 10800 481 1661
중국 (남부) .................. 10800 813 1594
콜롬비아 ...................... 01800 710 2043
크로아티아 ....................... 0800 222550
체코 공화국 ....................... 800 143 313
덴마크 ................................ 80 88 17 20
에콰도르 ......................... 1 800 010 562
핀란드 ............................. 0800 1 18002

프랑스 ............................ 0800 90 92 62
독일 .............................. 0800 186 07 06
그리스 ........................ 00800 44121891
홍콩 ................................... 800 908 581
헝가리 .............................. 06800 16674
인도 ......................... 000 800 44 01 455
아일랜드 ......................... 1 800 535 661
이스라엘 .......................... 180 924 2003
일본 ................................. 0120 343 550
이탈리아 ............................. 800 790046
한국 ........................ 00798 14 800 6332
멕시코 ........................ 01 800 681 1559
네델란드 ........................ 0800 022 8832
뉴 질랜드 ............................ 800 449181
노르웨이 .............................. 800 1 3685
파나마 ..................... 00 1 800 203 1587
페루 .................................... 0800 53288

폴란드 ......................... 00800 442 1092
포르투갈 ............................ 800 844 125
러시아 .................... 810 800 2251 1044
싱가폴 ............................. 800 810 2136
슬로베니아 ......................... 0800 80297
남아프리카공화국 ............ 0800 99 1088
스페인 ............................... 900 93 8926
스웨덴 ............................... 020 794 989
스위스 ............................. 0800 83 5305
대만 ............................... 00 801 814313
터어키 ...................... 00 800 4491 3617
영국 .................................. 0800 581111
미국 ................................. 888 850 9911
미국 정부가 판매 ............. 888 850 9966
우루과이 ....................... 000 401 902 38
베네주엘라 ................... 0 800 100 910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대응
국제적 서포트를 위해 미국,영국,일본에 법인 설치.

ComponentSource는 세계 1,000,000 명 이상의 개발자에게 각종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싱글 소스
고객님의 모든 
프로젝트 맞춘 
다양한 제품을 
제공.



47개국에 프리 다이얼을 제공
한국어,영어,일본어, 중국어,프랑스어,이태리어,스페인어,중국어등 다국어 기술지원.

ComponentSource
650 Claremore Professional Way
Suite 100
Woodstock
GA 30188-5188
USA

Tel: 770 250 6100
Fax: 770 250 6199

지원 언어:
영어/스페인어/르투갈어

영업시간:
9:00 am - 7:00 pm EST

미국
ComponentSource
30 Greyfriars Road
Reading
Berkshire
RG1 1PE 
United Kingdom

Tel: 0118 958 1111
Fax: 0118 958 9999

지원 언어:
영어/독일어/스페인어/이태리어

영업시간:
9:00 am - 5:30 pm GMT & CET

유럽,아프리카,중동
ComponentSource
3F Kojimachi Square Bldg
3-3 Kojimachi Chiyoda-ku
Tokyo
Japan
102-0083

Tel: 03-3237-0281
Fax: 03-3237-0282

지원 언어: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영업시간:
10:00 am - 6:00 pm JST

아시아·퍼시픽

현지 언어로 
번역된 Web
복수 언어를 지원하는 
사이트 및 라이브 챠트.

일본에서는 엔으로 은행입체 
후지불(법인 대상), 대금결재,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



제품 선택
선별될 10,000종류 
이상의 비지니스용 
고품질 상품을 
선택 바랍니다.

독자적인 Back-2-Back 
서포트를 제공.



폭넓은 조언
폭넒은 지원을 당사 
전문 담당팀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글로벌 
마켓을 통해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



신뢰할수 있는 
서프라이어
각 제품의 공식 
디스트리뷰터로서, 
기업용을 비롯해 
리셀서, 정부관계의 
여러분에게도 폭넓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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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ose.Total for .NET은 Aspose
에서 출시한 모든 .NET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Aspose.Total for .NET
을 사용하면 Word, Excel, PowerPoint, 
Project, PDF, Flash처럼 기업에서 
사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파일 형식 
중 일부를 프로그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pose Total for 
.NET은 편지 병합, 슬라이드에 모양 
생성, PDF 파일에서 텍스트 추출 등도 
지원합니다. Aspose Total for .NET은 
1년간 유지보수와 지원을 포함하며 1
년간 배포되는 모든 업데이트와 새로운 
Aspose Total for .NET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Aspose.Cells for .NET은 .NET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서버에 
Microsoft Excel을 설치하지 않아도 
Excel Spreadsheet를 관리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유연한 그룹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column, bar, line, pie, scatter 
등과 같은 모든 표준 차트 유형을 
지원합니다. 

Aspose.Words for .NET은 .NET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광범위한 문서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DOC, 
DOCX, DOCM, OOXML, RTF, HTML, 
OpenDocument, PDF, XPS, EPUB, 기타 

많은 형식을 지원합니다. Aspose.Words 
for .NET을 사용하면 Microsoft Word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서를 생성, 수정, 변환, 
렌더링,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미지, 하이퍼링크, 필드와 같은 복잡한 
문서 요소를 삽입 및 포맷할 수 있습니다.

Aspose.Pdf for .NET은 .NET 
어플리케이션에서 Adobe Acrobat
을 사용하지 않아도 PDF 문서를 읽고, 
쓰며, 조작할 수 있는 PDF 문서 생성 
컴포넌트입니다. 

Aspose.Slides for .NET은 .NET 
어플리케이션에서 Microsoft PowerPoint
를 사용하지 않아도 PowerPoint 문서를 
읽고, 쓰며, 조작할 수 있는 PowerPoint 
관리 컴포넌트입니다.

Aspose.Slides for .NET은 PPT, PPS, 
POT, PresentationML(OOXML, PPTX)
을 포함한 형식을 지원합니다.  

Aspose.BarCode for .NET은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바코드 생성 및 인식 
컴포넌트입니다.

Aspose.Tasks for .NET은 .NET 
어플리케이션에서 Microsoft Project
를 사용하지 않아도 Microsoft Project 
문서를 읽고 쓸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Aspose.Network for .NET은 대부분의 
주요 네트워크 프로토콜(POP3, DNS, 
MIME, FTP, ICMP, MSG 파싱 등)
의 구현을 포함하는 전문적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용 컴포넌트의 모음입니다. 

 Aspose.Total 

 Aspose.Slides 
 어플리케이션에서 Microsoft 
PowerPoint를 사용하지 않아도 
PowerPoint 문서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Aspose.Cells 
 Microsoft Excel 없이도 Excel 
스프레드시트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Aspose.Pdf.Kit 
 기존 PDF 문서의 조작이 쉽습니다. 

 Aspose.Words 
 Microsoft Word를 사용하지 않아도 
Word 문서의 읽기, 수정, 쓰기가 
가능합니다. 

 Aspose.Barcode 
 WinForms, ASP.NET, .NET CF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관리형 C#
으로 작성한 바코드 생성과 인식 
컴포넌트입니다. 

 Aspose.Pdf 
 Adobe Acrobat을 사용하지 않아도 
PDF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Aspose 
 Aspose.Total   .NET    

•    .NET 애플리케이션에 차트작성, 이메일, 맞춤법, 바코드 생성, 임시 
질의생성 및 기타 기능 추가 

•    Word, Excel, PowerPoint, Project, PDF 및 Flash 파일 포맷 지원 

 다양한 인기 문서 포맷을 생성, 관리 및 전환. 

 Aspose.Total for .NET은 Aspose에서 출시한 모든 .NET 
컴포넌트 및 연간 가입 기간 중 배포되는 모든 새로운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spose.Total   .NET     2 - \ 3,011,900 

 Aspose.Words   V11.3  29 - \ 1,204,000 

 Aspose.Words   Java   V10.4  59 - \ 1,204,000 

 Aspose.Email for .NET   V1.0  116 - \ 721,900 

 Aspose.Pdf Product Family     171 - \ 1,204,000 

 Aspose.BarCode   Java   V2.7 - - \ 721,900 

 Aspose.BarCode   .NET   V3.9.1 -   \ 721,900 

 Aspose.BarCode for JasperReports   V1.6 - - \ 721,900 

 Aspose.BarCode for Reporting Services   V2.6 - - \ 721,900 

 Aspose.BarCode for SharePoint   V1.0 - - \ 721,9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spose.BarCode Product Family - - \ 1,204,000 

 Aspose.Cells   Java   V7.0 - - \ 1,204,000 

 Aspose.Cells   V7.2 - - \ 1,204,000 

 Aspose.Cells for JasperReports   V1.1 - - \ 1,204,000 

 Aspose.Cells for Reporting Services   V1.5 - - \ 1,204,000 

 Aspose.Cells for SharePoint   V1.0 - - \ 1,204,000 

 Aspose.Cells Product Family    - - \ 1,927,200 

 Aspose.Diagram for .NET   V1.0 - - \ 721,900 

 Aspose.Email for Java   V1.0 - - \ 721,900 

 Aspose.Imaging for .NET   V1.0 - - \ 721,900 

 BEST   SELLER 

PRODUCTS FROM  ASPOSE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www.componentsource.com 9

© 1996-2012 ComponentSource. 판권소유. 모든 가격은 발행일 현재 정확한 가격입니다. 온라인 가격은 일일 가격 변동 및 온라인 할인으로 인해 표기 가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톱
 2

5
0
: 

베
스

트
 셀

링
 개

발
처

 리
스

트
. 

리
뷰

: 
별

 5
개

의
 고

객
 만

족
도

 평
가

 리
뷰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NET Ultimate는 디지털 대시보드와 
데이터 분석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Silverlight와 WPF 컨트롤의 
모음입니다.이 제품은 데이터 표시 
및 처리와 함께 차트 작성, 게이지, 맵 
컴포넌트를 포함합니다.

차트 작성: 비즈니스 데이터의 대화식 
시각화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차트 작성 
컴포넌트(XY, pie, funnel, radar,  tree 
map, legend, drill down manager, 
WCF data provider 등)의 모음입니다. 
컴포넌트는 화려한 렌더링, 드릴다운, 
내장된 확대/축소와 스크롤, 주석 
개체가 특징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차트 
작성 기능은 대용량 데이터 세트와 

CalcEngine 통합을 처리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게이지: 광범위한 디지털 게이지 컨트롤
(radial linear, numeric, bullet graph, 
cylinder, half donut, thermometer 
등)을 제공합니다. 컴포넌트는 쉬운 
핵심성과지표(KPI) 바인딩, 사용자 
정의 가능 포인터, 눈금과 범위, 유연한 
내부 레이아웃,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특징입니다. 모든 컨트롤은 전문적인 
스킨과 테마를 포함합니다.

맵: 지리적 데이터의 시각화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동적 데이터 중심 
맵입니다. 컴포넌트는 드릴다운, 다중 
형상 레이어, 도구 도움말과 포인트 

템플릿, 유연한 투영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대륙과 지역을 비롯한 
100개 이상의 맵, 주요 국가, 미국의 
모든 주, 사용자 정의 맵을 포함합니다.

GridView: 테이블 데이터의 시각적으로 
풍부한 표시를 제공하는 데이터 
그리드 컨트롤입니다. 컴포넌트는 
‘스프레드시트’ 또는 ‘페이지 
그리드’ 모드에서 데이터 그룹화, 
정렬, 필터링, 조작이 특징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그리드 기능은 대용량 
데이터 세트, 셀 수식, 계산된 스타일, 
CalcEngine 통합의 처리를 포함합니다.

TimeNavigator: 빠르고, 대화식이며, 
직관적인 날짜 범위 선택이 가능한 
혁신적인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계층적 
날짜와 시간 드릴다운(10년, 1년, 분기, 
월, 주, 일, 시, 분, 초)이 특징입니다. 

또한 컴포넌트는 사용자 정의 가능 
회계연도 오프셋, 근무일 및/또는 휴일의 
목록, 국제 달력 등도 포함합니다.

CalcEngine: 지정된 데이터 세트에서 
복잡한 연산의 수행에 사용하는 
범용 데이터 처리 엔진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동적 데이터 
변환을 위한 번역된 표현 언어인 
ComponentArt ‘Calc’가 특징입니다. 
CalcEngine은 집합 연산, 통계, 
금융 함수를 포함해 유용한 함수 
라이브러리를 내장합니다. 

가입 라이센스는 1년간 모든 부분과 
주요 제품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NET Ultimate 

 차트 
 다양한 2D와 3D 형상 및 데이터 
점 주석과 팝업을 사용자 정의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날짜 범위 선택을 위한 고도의 
대화식 컨트롤 
 TimeNavigator는 빠르고 직관적인 
날짜 범위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의 효과적인 스프레드시트 
및 페이지 표시 
 테이블 데이터의 두 인터페이스인 
스프레드시트와 전통적인 페이지 
데이터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Gauges 
 쉬운 KPI 바인딩, 사용자 정의 가능 
포인터, 눈금과 범위,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특징인 다양한 디지털 
게이지 컨트롤. 

 지리적 데이터의 효과적 시각확 
 대륙, 지역, 국가를 포함한 150개 
이상으로 사용하기 쉬운 맵의 대량 
모음을 포함합니다. 

 Bar 및 Column 차트 
 다양한 매력적인 2D와 3D bar 및 
column 차트 형상을 포함합니다. 

 ComponentArt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NET Ultimate   2012 

•    최신 데이터 표시와 처리 컴포넌트를 포함한 엔터프라이즈급 차트 작성, 
게이지, 맵 

•    화려한 렌더링, 대화식 드릴다운, 확대/축소와 스크롤 

 디지털 대시보드 및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구축. 

 차세대 디지털 대시보드 및 데이터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완전한 기능 세트입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omponentArt Web.UI for ASP.NET AJAX   2012  64   \ 963,000 

 ComponentArt Web.UI for Silverlight   2012  162   \ 963,000 

 ComponentArt UI Framework for .NET   2012  226   \ 1,324,600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NET Ultimate   2012 - - \ 7,230,200 

 ComponentArt Charting for Silverlight   2012 - - \ 1,083,500 

 ComponentArt Charting for WPF   2012 - - \ 1,083,500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Silverlight   2012 - - \ 2,409,300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WPF   2012 - - \ 2,409,300 

 ComponentArt Gauges for Silverlight   2012 - - \ 721,9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omponentArt Gauges for WPF   2012 - - \ 721,900 

 ComponentArt GridView for Silverlight   2012 - - \ 721,900 

 ComponentArt GridView for WPF   2012 - - \ 721,900 

 ComponentArt Maps for Silverlight   2012 - - \ 721,900 

 ComponentArt Maps for WPF   2012 - - \ 721,900 

 ComponentArt SOA.UI for .NET   2012 -   \ 721,900 

 ComponentArt TimeNavigator for Silverlight   2012 - - \ 721,900 

 ComponentArt TimeNavigator for WPF   2012 - - \ 721,900 

 ComponentArt Win.UI for WPF   2012 -   \ 963,000 

PRODUCTS FROM  COMPONENTART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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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Reports 7은 Windows와 
웹 어플리케이션용 .NET 리포팅 
컴포넌트입니다. 주요 특징은 
사용자 정의, 빠른 성능, 높은 품질을 
포함합니다. ActiveReports 7은 
사용하기 쉬운 Visual Studio .NET 
리포트 디자이너 및 강력한 API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즉시 적용 가능한 
다국어 지원을 포함하며 무료의 중단 
없는 런타임 배포도 제공합니다. 
리포트는 ActiveReports 7에서 
생성하기 쉬우며, 리포트 디자이너는 
리포트를 Visual Studio .NET(Visual 
Studio 2010 포함)에 통합합니다. 
제품이 개발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면 
프로젝트에 리포트 추가는 클래스나 
폼의 추가만큼 쉽습니다.

ActiveReports 7은 리포트를 배포하기 
쉽고, 리포트는 Visual Studio .NET
에서 생성하고 실행 파일로 직접 
컴파일됩니다. 따라서 어셈블리는 
XCopy 배포를 사용해 배포할 수 있거나 
전역 어셈블리 캐시(GAC) 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개체 모델은 단일이며 
관리형인 강력한 이름의 어셈블리로 
Reporting Engine을 제공합니다. 
서버나 클라이언트의 머신에 추가 
설치는 없습니다. ActiveReports 7
은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타사 
어플리케이션과 독립적입니다.

ActiveReports 7은 리포트 디자이너와 
함께 Windows Forms 기반 타사 
컨트롤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Windows 
Form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컨트롤은 ActiveReports 7 리포트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ActiveReports 7은 일반 2D와 3D 차트 
유형을 지원하는 내장된 차트 작성 
컨트롤을 포함하며 고급 차트 작성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형식으로 
고유한 내보내기를 제공합니다. 차트 
유형은 vertical and horizontal bar, 
line, scatter plot, pie, funnel and 
pyramid, Gantt, Kagi, point and 
figure, renko 등을 포함합니다.

ActiveReports 7은 리포트 확대/축소와 
미리보기, 하이퍼링크를 보는 다중 
탭, 분할과 다중 페이지 보기, 목차 창, 
섬네일, 텍스트 검색, 주석, 도구 모음 
사용자 정의를 지원하는 리포트 뷰어 
컨트롤을 포함합니다.  

또한 ActiveReports 7은 최종 
사용자에게 리포트 생성과 수정 능력을 
제공하도록 어플리케이션에 리포트 
디자이너를 호스팅할 수 있는 무료의 
End-User Report Designer 컨트롤도 
제공합니다. 

Zoom 도구 모음 항목을 사용하면 
리포트 컨트롤의 더 정확한 배치와 
보기를 위해 리포트의 디자인 표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ActiveReports 7은 Windows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Adobe PDF, 
Microsoft Excel, RTF, HTML, Text, 
TIFF와 같은 인기 있는 형식으로 
내보내기용 필터를 포함합니다. 

또한 Professional Edition은 널리 
사용되는 Adobe Flash Player로 중단 
없는 대화식 리포트 보기 경험과 무접촉 
인쇄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Flash 기반의 Silverlight Report Viewer
를 포함합니다. 사전 정의 테마(Office, 
Windows XP, Vista, Windows Classic 
포함)에서 선택하고 인쇄, 페이징, 목차, 
섬네일 보기와 기타 옵션을 제어해 뷰어 
경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ActiveReports 7은 Access 리포트 
가져오기를 쉽게 하는 Microsoft 
Access 리포트 변환 마법사를 
제공합니다. 이 마법사는 Access 
데이터베이스에서 리포트 생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한 유틸리티입니다. 가져오기는 
ActiveReports 7의 학습과 실행을 
도와주고, 밴드 리포트 아키텍처는 
Microsoft Access의 리포트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ActiveReports 

 내장된 차트 작성 컨트롤 
 차트 컨트롤은 일반 2D와 3D 차트 
유형을 지원하는 ActiveReports에 
포함됩니다. 

 뷰어 주석 
 주석은 메모와 특별한 지시 사항을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전달하도록 
리포트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식으로 내보내기 
 ActiveReports는 Adobe PDF, 
Microsoft Excel, RTF, HTML, Text, 
TIFF와 같은 인기 있는 형식으로 
내보내는 필터를 포함합니다. 

 End-User Report Designer 
Editing 
 최종 사용자가 리포트를 편집하고 새 
리포트를 저장하거나 기존 리포트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와 드릴다운 
 하이퍼링크와 뷰어 하이퍼링크 
이벤트를 사용해 리포트 사이의 
드릴다운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웹 리포트 보기 
 Professional Edition에 제공된 
WebViewer 컨트롤을 사용하면 
리포트를 코드 없이 작성하고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ComponentOne a division of GrapeCity 
 ActiveReports   7 

•    Windows 7, 64Bit & IE9.0 지원 
•    최종 사용자를 위한 First Flash 기반의 Report Viewer 
•    PDF Digital Signatures, RSS Bar Codes 그리고 외부 스타일시트를 지원 

 베스트 셀러 로열티 프리 .NET 리포팅 컴포넌트의 최신 버젼. 

 .NET 어플리케이션에서 광범위한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ctiveReports   7  14 - \ 1,828,800 

 ActiveAnalysis   2.1 -   \ 1,142,600 

 ActiveBI Suite for .NET   V1.0 - - \ 1,943,200 

 ActiveReports 2 for ActiveX/COM   V2.0 -   \ 799,5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ctiveReports for .NET   V3.0 -   \ 1,714,500 

 ActiveReports Reporting/BI Suite for .NET   V1.0 - - \ 2,743,800 

 Data Dynamics Reports   V1.6.2084.14 -   \ 1,485,700 

 NEW   RELEASE 

PRODUCTS FROM  COMPONENTONE A DIVISION OF GRAPECITY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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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NET은 단일 다중 플랫폼 
툴킷으로 제공되는 Spread for 
Windows Forms 및 Spread for 
ASP.NET의 조합입니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상관없이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 완전한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Excel 문서 가져오기와 내보내기의 
내장된 지원을 통해 Spread.NET
은 Excel 문서에서 데이터와 사용자 
상호작용의 완전한 프로그램적 제어가 
가능하므로 비즈니스 규칙, 보안,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pread.NET은 관계형 데이터 세트를 
포함한 모든 .NET Data Source에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운드 

데이터 내에서 언바운드 행과 열의 
런타임 지원을 포함하므로 집계 정보를 
삽입하거나 가정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pread.NET은 데이터 소스 하나에 
다수 셀의 바인딩을 지원해 다수 
셀을  데이터 소스 하나로 제공합니다. 
Spread.NET을 스프레드시트 또는 
리치 데이터 그리드로 사용하면 유연한 
데이터 바인딩 옵션으로 필요한 
데이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인쇄를 PDF로 인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쇄 옵션으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너 
프린트 드로잉(owner print drawing) 
지원을 사용해 코드로 인쇄를 완벽하게 
제어하여 데이터로 리포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라인을 사용해 사용자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고 집중된 셀 수준 
차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형상을 사용하면 스프레드시트 내의 
다양한 위치, 심지어 다른 시트에서 
대시보드로 내용을 옮길 수 있습니다. 

Spread.NET에서 카메라 형상 객체는 
값, 서식, 형상, 차트 또는 기타 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셀의 실시간 보기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해 
셀 범위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한 경우, 
카메라 형상은 변경사항을 반영해 즉시 
바뀝니다.

열 너비와 행 높이가 다양한 셀 범위는 
사용자 정의 리포트 또는 대화형 
대시보드 생성 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한 시트에 함께 배열할 수 있습니다.  
추가 데이터 시각화는 Spread에서 차트 
지원, 조건부 서식, 필터링, 그룹화를 
통해 제공됩니다.

Spread.NET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객체 
모델을 포함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많은 요소를 사용자 정의하고 컨트롤의 
동작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Excel 문서를 가져오고 
서식을 완벽히 보존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데이터와 
상호작용 후 사용자 고객에게 휴대용 
배포를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Microsoft 
Excel로 내보냅니다. Spread.NET
은 Excel의 최신 버전뿐 아니라 
Excel(2007-최신 xlsx), Excel 97(xls), 
쉼표 분리(csv), 텍스트(txt)를 포함해 
여러 Excel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개발자는 Spread .NET 컨트롤을 
사용해 고급 Microsoft Excel과 
호환되는 독특한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NET과 ASP.NET 어플리케이션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Spread.NET 

 스파크 라인 
 Column, Line, Win/Loss 
스파크 라인을 스프레드시트에 
추가하십시오. 

 수식 
 Spread Calc Engine은 300개 이상의 
내장 함수를 포함합니다. 

 자동 완성 
 Spread는 편집 가능한 텍스트 셀에 
사용자 입력 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가능한 자동 완성(자동 
입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셀 유형 
 Spread는 8가지 편집 가능한 셀 
유형과 13가지 그래픽 셀 유형을 
제공합니다. 

 출력 
 데이터를 고유 Excel 파일, 쉼표 
분리 파일, PDF, 인쇄된 리포트를 
포함하는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차트 
 차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연결된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을 개발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ComponentOne a division of GrapeCity 
 Spread.NET   6 

•    금융 모델링, 예산 책정, 공학, 통계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 
•    차트 작성 엔진과 데이터 시각화 통합 

 Microsoft Excel과 호환되는 .NET 개발용 스프레드시트 컴포넌트. 

 Spread.NET은 .NET 개발을 위해 삽입된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 플랫폼입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Spread.NET   6  18 - \ 1,371,300 

 Spread.NET Professional   6  84 - \ 1,714,500 

 FarPoint Spread   V8.0  244   \ 799,500 

 Button Objx   V2.0 - - \ 227,600 

 Calendar Objx   V3.00 - - \ 261,900 

 Enterprise Database Pack   2009 - - \ 1,028,2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Enterprise Developer Toolbox   2009 - - \ 1,142,600 

 Input Pro   V3.0.38 - - \ 170,400 

 Input Pro for Silverlight   V1.0 - - \ 342,000 

 Input Pro for Win Forms - - \ 284,800 

 List Pro   V3.0 -   \ 280,200 

 Tab Pro   V3.1 - - \ 155,500 

 BEST   SELLER 

PRODUCTS FROM  COMPONENTONE  A DIVISION OF GRAPECITY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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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One Studio Enterprise
는 Silverlight, WPF, .NET, ASP.NET, 
ActiveX, iPhone, 모바일 기기를 위한 
수백 개의 컴포넌트를 포함하며 모든 
런타임 환경과 모든 응용 계층(데이터, 
표현, 리포팅, 변환)을 목표로 하는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ilverlight 툴셋은 기능을 갖춘 
Silverlight 컴포넌트(그리드, 차트, 
메뉴, 트리뷰, 업로더, 레이아웃, 데이터 
입력, 게이지, 맵, 이미지 로테이터, 
탐색 등)을 포함합니다. 사용자는 
개발자가 Rich Internet Applications
의 풍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스타일의 

Silverlight 컨트롤에 expression blend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AML로 
제작된 Silverlight 컨트롤은 팀 협력을 
촉진하며 개발자 및 디자이너 작업 
흐름에 중단 없이 통합됩니다. 게다가 
Silverlight에서 추출한 XAML을 WPF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mponentOne은 Silverlight 
어플리케이션에서 XAP 파일의 크기를 
최적화할 수 있는 XAP Optimizer
도 포함합니다. WPF 툴셋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Schedule for WPF - WPF 
플랫폼에 scheduling, month calendar, 
multi-month calendar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도구의 모음. Chart for 
WPF - 시각적으로 멋진 2D/3D bar, 

area, line, pie, column 차트. Grid 
for WPF - WPF 어플리케이션에 
그리드를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세트. 
Reports for WPF - WPF 리포팅 도구의 
세트인 C1Report, C1PrintDocument, 
C1DocumentViewer 컴포넌트 
및 C1ReportDesigner 독립형 
어플리케이션을 포함. ASP.NET 툴셋은 
AJAX, CSS, XHTML을 포함한 웹 
표준에서 제작된 스타일이 적용되고 
사용하기 쉬운 컨트롤을 포함합니다. 
컴포넌트는 eCommerce(PayPal), 
파일 형식 관리(PDF, Flash, XLS, 
ZIP), 달력, 차트 작성(2D와 3D), 서식 
있는 텍스트의 편집, 그리드, 입력과 
마스크 컨트롤, 메뉴와 도구 모음, 
리포팅, 일정 관리, 철자 검사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한 Button, LaunchPad, 
Calendar, NavigationList, Slider 

컴포넌트를 사용해 iPhone 및 iTouch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양과 느낌을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WinForms 
툴셋은 수상 경력의 두 가지 그리드 
FlexGrid와 True DBGrid가 특징인 
.NET 컨트롤을 포함합니다. 언바운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FlexGrid
는 테이블 데이터를 표시, 편집, 형식 
지정, 조직, 요약, 인쇄하는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유연한 
그리드 컨트롤입니다. True DBGrid
는 ADO.NET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데이터 
바인딩이 강점이며 Excel과 비슷한 분할 
보기 및 내장된 계층적 바인딩과 그룹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ComponentOne Studio Enterprise 

 iPhone 및 iPod Touch 
 iPhone 및 iPod Touch의 고유한 UI 
모양과 느낌을 모방하도록 개발된 
ASP.NET 컴포넌트를 포함합니다. 

 Microsoft Outlook 스타일 
Scheduler 
 미리 알림, 라벨 등으로 1시간, 모든 
일 또는 반복 일정을 계획합니다. 

 ComponentOne Book for 
Silverlight 
 UIElement 개체를 일반 종이책의 
페이지처럼 표시합니다. 

 Advanced Charting for WPF 
Applications 
 강력한 렌더링, 애니메이션, 데이터 
바인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장된 AJAX로 Responsive Grid 
어플리케이션 생성 
 간단한 끌어 놓기를 통해 런타임에서 
열을 쉽게 그룹화, 정렬, 필터링, 크기 
변경, 레코딩합니다. 

 ComponentOne PDF for 
WinForms 
 AcroForms 및 AcroFields를 
지원합니다. 

 ComponentOne a division of GrapeCity 
 ComponentOne Studio Enterprise   2012 v2 

•    풍부한 UI를 위한 새로운 Studio for MVC Wijmo 
•    HTML 5 / jQuery에 의해 구동되는 재작성된 ASP.NET 스위트 
•    Silverlight/WPF를 위한 새로운 Excel 및 TileView 

 7개 플랫폼, 수 백개의 컨트롤, 하나의 스튜디오. 

 WPF, ASP.NET, Windows Forms, 모바일 및 ActiveX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omponentOne Studio Enterprise   2012 v2  9   \ 1,562,800 

 ComponentOne Studio for WinForms   2012 v2  17   \ 1,023,600 

 ComponentOne Studio for ActiveX   2012 v2  51 - \ 1,023,600 

 True DBGrid Pro   8.0  70   \ 602,600 

 ComponentOne FlexGrid for WinForms   2012 v2  77 - \ 571,900 

 ComponentOne Ultimate   2012 v2  81 - \ 2,281,800 

 ComponentOne Doc-To-Help   For Word   2012 v2  122 - \ 966,500 

 ComponentOne Studio for Silverlight   2012 v2  152   \ 1,023,600 

 VSFlexGrid Pro   8.0  157   \ 602,600 

 ComponentOne Studio for iPhone   2012 v2  163 - \ 1,023,6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omponentOne Studio for WPF   2012 v2  193 - \ 1,023,600 

 ComponentOne Doc-To-Help   Enterprise   2012 v2  232 - \ 1,366,800 

 Wijmo   2.1  242 - \ 360,400 

 ComponentOne Chart for ActiveX   8.0 -   \ 571,900 

 ComponentOne Chart for WinForms   2012 v2 - - \ 571,900 

 ComponentOne DemoWorks    - - \ 1,366,800 

 ComponentOne Editor for WinForms   2012 v2 - - \ 571,900 

 ComponentOne IntelliSpell   2012 v2 - - \ 223,000 

 ComponentOne OLAP for Silverlight   2012 v2 - - \ 1,709,900 

 ComponentOne OLAP for WinForms   2012 v2 - - \ 1,709,900 

 NEW   RELEASE 

PRODUCTS FROM  COMPONENTONE A DIVISION OF GRAPECITY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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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perience는 Visual Studio 및 .NET 
Framework를 위해 고안된 모든 
DevExpress 제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선 기술 지원도 1년간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와 함께 포함됩니다. 
가입자에게는 IDE 생산성 도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Windows 
Forms용 컴포넌트를 포함해 DevExpress
의 주요 기술이 제공됩니다.

ASP.NET, WPF, Silverlight.
개별 도구 외에 가입자에게는 Windows 
Forms 및 ASP.NET 컴포넌트의 완전한 
소스 코드가 제공됩니다. Universal 
가입에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생성하는 도구인 

eXpressApp Framework가 추가됩니다.
WPF 제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DXGrid for WPF: 빠른 서버측 데이터 
처리 및 템플릿과 스타일의 완전한 
지원. DXCharts for WPF: 템플릿을 
통해 명확한 컴팩트 XAML 구문과 
요소의 사용자 정의. DXCarousel for 
WPF: 눈길을 끄는 탐색과 데이터 검색. 
DXNavBar for WPF: 쉽고 직관적인 탐색.

Silverlight 제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gDataGrid: 빠른 데이터 조작과 풍부한 
최종 사용자 경험, AgRichEdit: Word
와 비슷한 텍스트 편집 기능. AgMenu: 
정적 메뉴, 도구 모음, 컨텍스트 메뉴 등, 
AgLayoutControl: 레이아웃 관리.

Windows Forms 제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XtraTiles Suite: Windows 
8 터치 가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XtraCharts Suite: DevExpress OLAP 
데이터 마이닝 컨트롤을 사용해 최종 
사용자 확대/축소, 스크롤링, 회전, 고유 
통합을 제공하는 2D와 3D 차트 작성용 
45가지 이상의 차트 유형. XtraGrid 
Suite: 단순 테이블에서 계층적 다중 행 
레이아웃과 카드 보기까지 4가지 데이터 
레이아웃 옵션을 포함한 그리드 컨트롤. 
XtraScheduler Suite: 어플리케이션에 
Microsoft Office Calendar의 UI를 통합 
가능. XtraPivotGrid Suite: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시각적 리포팅 솔루션. 
XtraGauges: 선형, 원형, 디지털, 상태 
표시기 게이지 유형. XtraEditors: 
독립적으로 또는 삽입해 사용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편집기로 구성된 

라이브러리. XtraWizard: Wizard 97 또는 
Aero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다단계 
마법사 대화상자를 쉽게 생성.

ASP.NET 제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SPxGridView and Editors Library: 
강력한 그리드와 데이터 편집기 
라이브러리. ASPxPivotGrid Suite: 
다차원 분석 컴포넌트. ASPxNavBar 
Suite: AJAX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웹 
탐색 표시줄. ASPxMenu Suite: 매우 
가볍고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메인과 
컨텍스트 메뉴 등.

또한 Universal 및 Enterprise Edition은 
Visual Studio 생산성 애드인(CodeRush, 
Refactor! Pro, eXpress Persistent 
Objects)도 포함합니다. 

 DXperience DXv2 

 AgRichEdit for Silverlight 
 Microsoft Word와 비슷한 텍스트 
편집 기능을 차세대 Silverlight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XtraBars Suite Ribbon Control 및 
Tabbed MDI 인터페이스 
 XtraBars Suite를 사용하면 리본을 
직접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XtraReports End-User Designer 
 XtraReports Suite는 완전한 기능의 
End-User Designer를 제공합니다. 

 XtraBars Suite 
 리본에 어플리케이션 메뉴, 갤러리, 
컨텍스트 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XtraReports Master-Detail Report 
 XtraReports Suite를 사용하면 밴드 
리포트 및 심지어 Master-Detail 
리포트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DXGrid for WPF 
 표와 카드 표시 형식을 지원하며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를 정렬하고 
그룹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DevExpress (Developer Express) 
 DXperience DXv2   12.1.7 

•    WinForms, ASP.NET, WPF, Silverlight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디지털 대시보드 표시 
•    이제 ASP.NET 2.0용 일정 관리/계획/달력 스위트를 포함 

 모든 DevExpress ASP.NET, WinForms, WPF, Silverlight 컴포넌트 및 툴 제공. 

 DevExpress에서 출시한 모든 .NET 컴포넌트 모음, 
라이브러리, IDE 도구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DXperience DXv2   12.1.7  1   \ 1,752,500 

 DXperience DXv2 WinForms   12.1.7  4   \ 1,062,600 

 DXperience DXv2 ASP.NET   12.1.7  5   \ 1,062,600 

 DXperience DXv2 WPF   12.1.7  6 - \ 1,062,600 

 Developer Express VCL Subscription   12.1  7 - \ 1,807,800 

 ExpressQuantumPack   v2011 vol 2  75   \ 954,300 

 ExpressQuantumGrid Suite   v2011 vol 2  80   \ 168,700 

 DXperience and VCL Subscription Bundle   12.1.7  113 - \ 3,254,100 

 ExpressBars Suite   v2011 vol 2  189 - \ 96,400 

 ExpressQuantumTreeList Suite   v2011 vol 2  210 - \ 101,2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ExpressScheduler Suite   v2011 vol 2  228 - \ 144,600 

 ExpressVerticalGrid   v2011 vol 2 - - \ 86,800 

 CodeRush for Visual Studio .NET (CodeRush with Refactor! Pro)   12.1.7 - - \ 295,100 

 ExpressPivotGrid Suite   v2011 vol 2 - - \ 159,100 

 ExpressPrintingSystem Suite   v2011 vol 2 - - \ 96,400 

 DXperience DXv2 Silverlight   12.1.7 - - \ 1,062,600 

 ExpressDBTree Suite   v2011 vol 2 - - \ 28,900 

 ExpressSkins Library   v2011 vol 2 - - \ 96,400 

 ExpressNavBar Suite   v2011 vol 2 - - \ 36,100 

 ExpressFlowChart Suite   v2011 vol 2 - - \ 43,400 

 NEW   RELEASE 

PRODUCTS FROM  DEVEXPRESS (DEVELOPER EXPRESS)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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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Studio를 이용하면 Windows 
Installer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편집하거나 심지어는 한 줄의 
스크립트도 작성하지 않고 설치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데스크탑 설계자, 기업 IT 
프로젝트 팀을 위해 특별하게 개발된 
AdminStudio는 리패키징 과정을 
안내하는 마법사 중심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리패키징은 표준 기본 
옵션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상세한 
제외 목록,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 
수준 변경 사항을 캡처하는 옵션, 출력 
미리 보기, 레지스트리 설정 등을 통해 
특정 요구를 만족하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7 프로젝트의 경우 

AdminStudio의 Repackager는 이전 
패키지를 Windows 7에서 실행할 MSI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AdminStudio
는 Windows 7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돕고, 다양한 배포 형식을 
지원하도록 유연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리패키징하며, 배포를 위해 완성된 
패키지를 널리 사용되는 배포 시스템에 
전달하고, 반복되는 과정을 관리합니다. 
또한 AdminStudio는 많은 조직에서 
Windows 7 마이그레이션의 표준으로 
사용할 MSI 5.0도 통합합니다. 
AdminStudio는 오늘날의 선도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시스템인 
Microsoft App-V 및 VMware ThinApp
에서 배포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minStudio는 Adobe 
Creative Suite 3과 4처럼 전통적으로 
어려운 어플리케이션의 쉬운 패키징도 
포함합니다. AdminStudio는 고유한 
Microsoft App-V Sequencer를 사용해 
제작하기 어려운 어플리케이션의 
가상 패키지를 생성하는 표준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dminStudio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배포용 어플리케이션 
제작에서 수동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포함된 Application Manager는 
Application Catalog의 모든 데이터와 
패키지를 보여주는 친숙한 단일 보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수준 통계, 최근 
수정된 패키지의 목록, 최근 카탈로그 
관리 활동을 보여주는 요약 대시보드를 
포함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어디서나 
Application Catalog에서 검색을 
실행해 패키지, 어플리케이션, 병합 

모듈, 패치 등의 그룹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패키지는 사용자 
환경의 사용자 기본 시스템이나 사용자 
그룹과 비즈니스 단위를 미러링하도록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그룹화할 
수 있으므로 배포 전에 새 패키지를 
시험하고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지침의 준수를 항상 보장하도록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할 기업 유효성 
검사 규칙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AdminStudio는 배포용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에서 모든 
복잡성을 제거하는 Process Assistant
도 포함합니다. Process Assistant는 
AdminStudio의 처음 사용자가 배포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시스템 관리자가 
새로운 패키징 프로젝트로 건너뛸 수 
있게 해줍니다. 

 AdminStudio 

 Application Tagging 
 자동 ISO 19770-2 소프트웨어 
태깅은 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제공합니다. 

 Configuration Manager에서 일괄 
가져오기 
 개선된 가져오기 기능은 Microsoft 
System Center로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높여줍니다. 

 Application Portfolio에서 
중앙집중식 관리 및 보고 
 사용자 정의 가능 리포트는 
Application Catalog의 모든 
파라미터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Manager 
 Application Catalog의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친숙한 단일 
보기를 제공합니다. 

 Job Manager 
 사람의 개입 없이 아무 때나 
실행하도록 충돌 검사 작업을 
계획합니다. 

 리패키징 중 컨텍스트 데이터 
수집 
 AdminStudio의 Repackager는 MSI 
리패키징 과정 중 컨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Flexera Software 
 AdminStudio   Enterprise   V11.5 

•    자동화된 QA 및 검증 테스트를 실행하여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있는 실행 보장 
•    자동 ISO 19770-2 소프트웨어 태깅 기능 포함 
•    Microsoft의 Configuration Manager 2012로의 용이한 마이그레이션 

 고급 MSI 패키징, 에디팅 및 테스팅. 

 Windows 7을 포함한 모든 Windows OS에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 배포를 위한 신뢰성 있는 MSI와 가상 패키지를 
신속하게 만듭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dminStudio   Standard   V11.5  10 - \ 4,217,100 

 InstallShield   Professional   2012 Spring  13 - \ 2,891,400 

 AdminStudio   Professional   V11.5  20 - \ 9,399,600 

 AdminStudio with Virtualization Pack   Standard   V11.5  36 - \ 10,604,900 

 InstallShield   Premier   2012 Spring  68 - \ 5,422,300 

 InstallShield Express   2012 Spring  78   \ 782,200 

 AdminStudio   Enterprise   V11.5 - - \ 13,617,900 

 AdminStudio Complete Enterprise   V11.5 - - \ 31,575,900 

 AdminStudio Complete Professional   V11.5 - - \ 23,500,9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dminStudio Enterprise with Application Compatibility Pack   V11.5 - - \ 24,103,500 

 AdminStudio Professional with Application Compatibility Pack   V11.5 - - \ 17,233,600 

 AdminStudio with Virtualization Pack   Professional   V11.5 - - \ 15,666,800 

 AdminStudio with Virtualization Pack   Enterprise   V11.5 - - \ 21,090,400 

 InstallAnywhere   Standard Edition   2011 - - \ 2,286,300 

 InstallAnywhere   Enterprise Edition   2011 - - \ 5,145,700 

 InstallShield Collaboration   V11.5 - - \ 480,900 

 InstallShield with Virtualization Pack   Premier   2012 Spring - - \ 9,038,100 

 InstallShield with Virtualization Pack   Professional   2012 Spring - - \ 6,507,100 

 NEW   RELEASE 

PRODUCTS FROM  FLEXERA SOFTWARE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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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Advantage for .NET은 Windows 
Forms, ASP.NET, Tablet PC에서 
눈에 띄는 어플리케이션 UI를 빠르고 
쉽게 구축하고 적용하며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전달하는 표현 계층 툴셋입니다. 
사용자는 Microsoft Office 및 Windows 
Vista와 일치하는 사용자 경험을 
전달하고, 고성능 웹 어플리케이션을 
생산하며, 고객이 핵심성과지표를 즉시 
명확하게 이해하는 고충실 플랫폼 호환 
차트와 게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완전한 NetAdvantage 
for .NET 툴을 지원하는 Visual 
Studio 2005나 2008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NetAdvantage for .NET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은 표현을 
고려하면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는 
능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Windows Vista 스타일과 탐색의 
현대적 모양과 느낌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정의 색상표와 리본 컨트롤로 
Office 2003 및 Office 2007의 사용자 
경험을 에뮬레이트할 수 있습니다. 

NetAdvantage for .NET은 전문적 
느낌의 UI와 함께 웹 사이트에 무코드 
AJAX를 추가했습니다. NetAdvantage 
for .NET은 많은 Windows Forms와 
ASP.NET 컴포넌트인 그리드, 차트, 
콤보, 데스크탑 경보, 버튼 계산기, 
드롭다운, 진행 막대, 스크롤 바, 

도구 도움말, 편집기, 게이지, 리스트 
바, 리스트 보기, 인쇄, 일정 관리, 
철자 검사기, 탭, 도구 모음, 트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NetAdvantage for 
.NET은 PDF와 XPS 형식용 Document 
Export Engine을 포함하며 웹 크롤러 
최적화, AJAX 지원, SharePoint 통합을 
제공합니다. 

NetAdvantage for .NET에 포함된 
WinGrid는 바운드와 언바운드 데이터 
표시를 완벽히 지원하는 계층적 
데이터 그리드 컨드롤입니다. WinGrid
는 복잡한 데이터 입력 시나리오, 
사용자 정의 배치, 풍부한 인쇄와 인쇄 
미리보기, Microsoft Excel 및 Adobe 
PDF 파일 형식과 쉬운 호환, 모양과 
느낌 옵션의 거의 무제한 배열을 
지원합니다.

NetAdvantage for .NET에 포함된 
WebSchedule은 일, 주, 월, 년 달력 
보기를 포함해 완전한 기능의 일정 
관리 웹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또한 WebSchedule
은 데이터 보기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를 조율하는 비시각적 컴포넌트를 
포함합니다. 이런 확장 가능한 공급자 
모델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데이터 
공급자를 WebSchedule의 기존 데이터 
모델에 적용하거나 Microsoft Access
와 SQL Server 형태에서 제공하는 사전 
정의 WebSchedule 데이터 모델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NET 

 PDF 내보내기 
 사용자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요약하도록 게이지가 표시되는 PDF 
문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NetAdvantage for ASP.NET 
 Gauges and Chart 컨트롤을 
사용하면 경영자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DataGrid 
 xamDataGrid, xamCarouselListBox, 
xamCarouselPanel을 사용해 WPF 
그리드를 만듭니다. 

 NetAdvantage for Windows 
Forms 
 통합된 NetAdvantage for Windows 
Forms 컨트롤로 Outlook 스타일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WPF 차트 
 WPF 플랫폼에서 고급 그래픽 렌더링 
기능을 사용해 columns, pie wedges, 
cylinders 등으로 값을 표시합니다. 

 Office 리본 스타일로 
어플리케이션 생성 
 또한 조건부 서식의 그리드, 트리, 3D 
차트, 메뉴 등도 포함합니다. 

 Infragistics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NET   2012 Volume 1 

•    풍부한 UI를 위한 새로운 Studio for MVC Wijmo 
•    HTML 5 / jQuery에 의해 구동되는 재작성된 ASP.NET 
•  Silverlight/WPF를 위한 새로운 Excel 및 TileView 

 7개 플랫폼, 수 백개의 컨트롤, 하나의 스튜디오. 

 Windows Forms와 ASP.NET의 모든 필수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 + 어플리케이션 스타일을 포함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NET   2012 Volume 1  3   \ 1,353,700 

 NetAdvantage Ultimate   2012 Volume 1  15 - \ 1,980,9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ASP.NET   2012 Volume 1  26 - \ 1,040,1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Windows Forms   2012 Volume 1  30 - \ 439,800 

 Infragistics NetAdvantage Select   2012 Volume 1  34   \ 439,8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Windows Forms   2012 Volume 1  48 - \ 1,040,1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WPF   2012 Volume 1  61 - \ 1,040,100 

 Infragistics TestAdvantage for Windows Forms (for HP QuickTest Professional software)   88 - \ 3,609,700 

 Infragistics TestAdvantage for WPF (for HP QuickTest Professional software)     103 - \ 3,609,7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ASP.NET   2012 Volume 1  160 - \ 439,8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ctiveThreed Plus   V3.0  205 - \ 362,800 

 Data Widgets   V3.1  250   \ 608,800 

 NetAdvantage for Visual Studio Lightswitch   2012 Volume 1 - - \ 344,700 

 ActiveListBar   V1.0 - - \ 485,800 

 Calendar Widgets   V1.1 -   \ 485,800 

 CodeAssist   V1.1 -   \ 362,800 

 Designer Widgets   V2.0 -   \ 485,800 

 Infragistics ActiveX Component Suite   V8.0 - - \ 837,6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jQuery   2012 Volume 1 - - \ 622,0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SharePoint   2012 Volume 1 - - \ 6,020,100 

 BEST   SELLER 

PRODUCTS FROM  INFRAGISTICS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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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Aware의 강력한 MSI 코드는 
간결하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설치 
언어로 모든 Windows Installer 조건, 
설치 순서, 파라미터를 투명하게 관리해 
설치 프로그램 개발을 간소화합니다. 
드롭인 설치 작업은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 대화상자를 사용해 구성합니다. 
MSIcode는 광고, 필요 시 추가 설치, 
상승된 권한 설치, 복구를 완벽히 
지원하는 표준 Windows Installer 
데이터베이스 패키지를 제작합니다.

사용자는 Itanium, AMD64, EM64T를 
포함하는 ia64 및 x64 시스템을 감지 
및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stallAware
를 사용하면 32비트 및 64비트 
고객에게 단일 하이브리드 MSI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패키징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MSI 데이터베이스와 Merge Module
을 직접 가져오고 InstallAware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모든 InstallAware 

설치 프로그램은 산업 표준 Windows 
Installer 기술과 Group Policy 관리 
기능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런타임 패키지 또는 종속성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패키지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한 Microsoft
의 Designed for Windows Logo 인증 
규격을 준수해 제작됩니다.

제품의 다른 구성으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코드는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컴파일러 변수를 사용하면 다른 출력 
매체, 제품 이름, 압축 설정, 심지어 
동일한 소스에서 다른 기능 세트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은 
통합 디버거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변수 감시를 
설정하고, 한 줄씩 코드를 작성한 후, 
변수 값을 재정의합니다.

InstallAware의 고급 개발 도구는 즉시 
MSIcode 생성에 추가 장점을 제공하는 

마법사, 템플릿, 끌어 놓기 편집, 개선된 
작업 보기를 포함합니다. 시각적 도구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Code View
로 전환해 분기 논리, 변수, 고급 구성 
옵션을 추가합니다. 

다운로드 크기는 주요 설치 파일에서 
기술 의존성(.NET Framework)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제거해 
축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설치는 필요에 
따라 웹에서 중단 없이 다운로드합니다. 
최소 구성에 필요한 파일은 메인 
패키지에 포함되며 웹 연결 없이 
설치됩니다.

InstallAware의 대화상자 편집기를 
이용하면 사전 제작된 설치 테마를 
사용자 정의하거나 고유한 테마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Explorer 
스타일의 탐색 기능 및 HTML/Flash 
컨테이너를 포함해 다양한 시각적 
컨트롤이 제공됩니다.

알림, 다운로드, 설치 과정의 자동화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쉽습니다. 추가 사용료 없이 무제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업데이트 
클라이언트 소스 코드는 완전한 사용자 
정의를 위해 프로젝트에 제공됩니다.

InstallAware 설치는 종속성 또는 
스크립트 엔진을 설치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과학을 
모르거나 고급 Windows Installer 
지식이 없더라도 설치를 완벽하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App-V Package 도구는 
대화식 또는 명령 행을 통해 기존 
InstallAware 프로젝트를 App-V 가상화 
패키지로 제작합니다. Hybrid 32-bit/64-
bit App-V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InstallAware 프로젝트로 제작하지 않은 
패키지를 포함해 기존 App-V 가상화 
패키지의 내용을 볼 수 있는 App-V 
Viewer 도구를 포함합니다. 

 InstallAware Studio Admin 

 재사용 가능한 스크립트 
 Include Scripts 명령을 사용해 
MSIcode의 별도 블록을 참조합니다. 

 Installer에 5분 
 마법사, 템플릿, 샘플을 사용해 설치 
프로그램을 즉시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InstallAware의 작업 기반 
보기로 정리합니다. 

 가상 머신에서 설치의 감지 
및 관리 
 IA 기본 체크 박스를 사용해 물리적 
머신으로 배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Custom Programs 
 특별한 위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의 
일부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Technology 
Preinstalls 
 한 번에 설치에서 Microsoft SQL 
Express와 같은 기술 모듈과 
런타임을 배포합니다. 

 개선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신 시각적 테마를 표시하는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러 
대화상자 테마는 설치 프로그램을 더 
흥미롭고 대화식으로 만듭니다. 

 InstallAware 
 InstallAware Studio Admin  NX

•    어느 InstallAware 프로젝트에서도 Microsoft App-V 패키지 구축 
•    App-V 뷰어를 통해 모든 App-V 패키지의 컨텐츠 검토 가능 
•  Metro UI에 피닝 등 Windows 8 에코시스템 지원

App-V 기능을 사용하여 정교한 Windows Installer 셋업 구축.

 다른 설치 솔루션의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학습이 필요 없는 
신속한 설치 개발을 위한 MSI 코드 스크립트 작성을 제공하는 
Windows Installer용 소프트웨어 설치 솔루션입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InstallAware Studio Admin   NX  134 - \ 3,614,500 

 InstallAware Studio  NX  153 - \ 2,409,300 

 InstallAware Developer  NX  203 - \ 1,806,6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InstallAware Express  NX -   \ 1,204,000 

 InstallAware Virtualization   V4 - - \ 2,409,300 

PRODUCTS FROM  INSTALL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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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fusion Essential Studio 
Enterprise는 모든 기술의 모든 
Syncfusion 제품(WPF, Windows 
Forms, ASP.NET, ASP.NET MVC, 
Silverlight)을 포함합니다.

Visual Studio .NET IDE 내부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라이브러리의 
Debug와 Release 버전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독특한 디버깅 지원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동적이며 
풍부한 기능의 Syncfusion Essential 
Studio는 개발자가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Essential Grid (ASP.NET, ASP.NET 
MVC, Silverlight, Windows Forms, 
WPF) – Excel과 비슷한 셀 지향, 
경량, 가상, 데이터 바운드 그리드. 셀 
수준까지 아주 자세한 사용자 정의, 
다수준 실행 취소/다시 실행, 공유 
스크롤바 지원, 데이터/보기 분리, 부동 
셀, 다중 셀 등을 포함합니다.

Essential BI PivotGrid (WPF) – Excel
의 피벗 테이블 기능과 비슷한 셀 지향 
확장성 그리드 컨트롤입니다. 교차 
표 형식으로 조직되도록 데이터를 
피벗합니다. 피벗 그리드의 주요 장점은 
대용량 목록에서 원하는 정보를 몇 초 

이내에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벗 그리드는 데이터 표현과 함께 
데이터의 요약 및 그룹화도 가능합니다. 
이 컨트롤은 금융 영역에 주로 적용되며 
비즈니스 데이터의 조직과 분석에 
사용합니다.

Essential BI Gauge (Silverlight, 
WPF) – OLAP 큐브에서 핵심성과지표
(KPI)를 표시하는 능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KPI는 목표와 상태 
시각화를 표시해 관리 대시보드의 
생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Essential BI Grid (ASP.NET, 
Silverlight, WPF) –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요약, 분석, 탐색, 요약 
표시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데이터의 모든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쉽게 드릴다운하고 
관계형 데이터로 드릴다운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Essential Chart (ASP.NET, ASP.NET 
MVC, Silverlight, Windows Forms, 
WPF) – 혁신적인 데이터 객체 모델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향 차트 작성 
컴포넌트로 차트에 어떤 유형의 데이터 
소스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Essential Diagram (ASP.NET, 
Silverlight, Windows Forms, WPF) 
– Microsoft Visio와 비슷한 대화형 
그래픽과 도표 작성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 고성능 
.NET 도표 작성 컴포넌트입니다. 

 Syncfusion Essential Studio Enterprise Edition 

 금융 차트 지원 
 위에 제시한 고급 금융 차트와 비슷한 
거래량 차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Outlook UI 
 Outlook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슷한 
ASP.NET 및 Windows Forms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적 도표 
 Diagramming 패키지를 사용해 Visio
와 비슷한 도표를 생성하고 생성한 
도표를 어플리케이션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Mobile MVC & Windows Phone 
 Mobile MVC & Windows Phone 
어플리케이션용 컴포넌트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동적 도표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에 기초한 
도표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 작성 
 차트는 특정 영역을 확대/축소하는 
능력과 더불어 수천 개의 데이터 점을 
중단 없이 처리하도록 최적화됩니다. 

 Syncfusion 
 Syncfusion Essential Studio Enterprise Edition   2012 

•    견고한 아키텍처와 최신의 외양과 느낌을 구현한 그리드, 도킹, 차트 
만들기, PDF & Office 리포팅 & 스케줄링 기능 포함 

•    1년간 무상지원 및 업데이트; 로열티, 런타임 또는 서버 수수료 없음 

 최첨단 ASP.NET 및 이 20-library suite로 WinForms apps 생성. 

 Syncfusion Essential Studio Enterprise는 개발자가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풍부한 기능의 동적 모음입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Syncfusion Essential Studio Enterprise Edition   2012  73   \ 2,404,400 

 Syncfusion Essential XlsIO   2012  105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Diagram   2012  164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Studio Reporting Edition   2012  202   \ 2,042,900 

 Syncfusion Essential Grid   2012  209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DocIO   2012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Calculate   2012 -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Chart   2012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Diagram   2012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DocIO   2012 - - \ 1,078,7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Syncfusion Essential Edit   2012 -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Gauge   2012 -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Grid   2012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Grouping   2012 -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HTMLUI   2012 -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PDF   2012 -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Reports   2012 - - \ 1,078,700 

 Syncfusion Essential Studio Business Intelligence Edition   2012 -   \ 2,042,900 

 Syncfusion Essential Studio User Interface Edition   2012 -   \ 2,042,900 

 Syncfusion Essential Tools   2012 -   \ 1,078,700 

PRODUCTS FROM  SYNC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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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 Text Control .NET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에 포괄적인 WYSIWYG 
워드 프로세싱을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문서를 출력 가능 
Adobe PDF 문서로 내보내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사용자는 지원되는 모든 
형식에서/으로(예: DOC에서 DOCX
로, DOCX에서 PDF로) 문서를 로드 및 
변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프로그래머블 컴포넌트는 중첩 
표, 문서 구역, 이미지, 텍스트 프레임, 
끌어 놓기, 머리글과 바닥글,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기 목록,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에서 MS Word와 
호환되는 편지 병합 필드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강력하면서 유연한 워드 

프로세싱 기능이 필요한 모든 용도에 
적합합니다.

TX Text Control .NET는 문자와 단락 
표현에서 모든 서식 지정 제어 및 글골 
크기, 글꼴 패밀리, 문자 스타일, 전경과 
배경 색상 등을 포함해 완전한 워드 
프로세싱 패키지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들여쓰기, 탭, 가변 줄과 단락 간격, 단락 
프레임과 같이 유연한 단락 서식 지정은 
다양한 서식 지정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TX Text Control .NET는 테이블, 셀, 
테이블 셀에 포함된 텍스트를 위한 
서식 지정 옵션의 풍부한 세트를 
제공합니다. 테이블은 통합된 대화상자 
또는 프로그램 코드를 사용해 문서 또는 
다른 테이블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와 음영은 셀에 적용할 수 있고, 
셀 내용은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셀에서 글꼴, 들여쓰기 설정 또는 
텍스트의 줄 간격 설정 선택은 문서에서 
다른 텍스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셀은 단일 워드나 숫자, 전체 단락, 
그래픽, 심지어 기타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셀의 높이와 너비는 프로그램 
코드 또는 통합된 대화상자를 사용해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셀에는 그리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개발자들은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채우고 
행과 열의 내용에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추출된 데이터베이스 계층을 
사용하는 TX Text Control .NET는 
일반 텍스트 및 텍스트의 서식 지정 
블록을 데이터베이스에서/로 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픽, 

테이블, 머리글, 바닥글 등이 지정된 
페이지를 포함하는 완전한 서식 지정 
문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도는 편지 병합, 리포트 
생성, 문서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에서 편집하는 
다른 시나리오(내용 관리 시스템 또는 
인트라넷 기반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를 포함합니다.

TX Text Control .NET는 이미지를 
워드 프로세싱 문서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TIFF, WMF, BMP, 
JPEG, PNG and GIF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미지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이미지는 문자처럼 배치하거나 특정 
페이지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주위의 텍스트는 프로그램 
코드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TX Text Control .NET 

 배경 이미지 
  텍스트 앞이나 뒤에 이미지를 
배치하거나 이미지 상단에 투명한 
텍스트 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철자 검사 
 어플리케이션에 빠르고, 신뢰성 
있으며, 정확한 철자 검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와 문서 설정 
 페이지와 문서 설정을 사용해 
페이지와 워드 프로세싱 문서의 
외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열 
 어떤 개수의 열도 한 문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열의 모든 측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변환 
 지원하는 형식에서/으로 문서를 
불러오고 변환할 수 있습니다(예: 
DOC에서 DOCX로, DOCX에서 
PDF로). 

 편지 병합 
 MS Word 호환 템플릿에 기초한 
master-detail 관계 반복 블록으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Text Control 
 TX Text Control .NET   Enterprise Edition   X8 

•    대용량 데이터를 강력한 2D 및 3D 차트 기능으로 시각화 
•    개선된 PDF 가져오기를 통해 복잡한 페이지를 편집가능한 문서로 변환 
•    MailMerge는 워드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컨텐츠와 손쉽게 병합 

종합적인 워드 프로세스 기능을 .NET 애플리케이션에 추가.

 TX Text Control .NET은 Standard, Professional, Enterprise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발자에게 하나의 재사용 
가능 컴포넌트로 광범위한 워드 프로세싱 기능을 제공하는 
무사용료 워드 프로세싱 컨트롤입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TX Text Control .NET   Enterprise Edition   X8  43 - \ 2,890,200 

 TX Text Control .NET   Professional Edition   X8  85 - \ 1,384,800 

 TX Spell .NET for Windows Forms   2.0 - - \ 601,400 

 TX Spell .NET for WPF   2.0 - - \ 601,400 

 TX Text Control .NET for WPF   Enterprise Edition   X8 - - \ 2,890,200 

 TX Text Control .NET for WPF   Professional Edition   X8 - - \ 1,384,8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TX Text Control ActiveX   Enterprise Edition   X8 - - \ 2,890,200 

 TX Text Control ActiveX   Standard   X8 - - \ 661,700 

 TX Text Control ActiveX   Professional   X8 -   \ 1,384,800 

 TX Text Control ActiveX Server   X8 - - \ 3,613,300 

 TX Text Control Server for ASP.NET (incl. Windows Forms)   X8 - - \ 3,613,300 

 TX Text Control Server for ASP.NET (incl. WPF)   X8 - - \ 3,613,300 

 BEST   SELLER 

PRODUCTS FROM  TEXT CONTROL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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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jock Xtreme Toolkit Pro 

 Codejock Xtreme Toolkit Pro   2012 
 Codejock Software 

 Codejock Xtreme Toolkit Pro는 
Windows 개발자에게 어플리케이션에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외관을 제공하는 
세련된 컴포넌트 세트를 제공합니다.    9
가지 컴포넌트인 Xtreme Command 
Bars, Xtreme Docking Pane, Xtreme 
Property Grid, Xtreme Report 
Control, Xtreme Calendar, Xtreme 
Task Panel, Xtreme ShortcutBar, 

Xtreme SkinFramework, Xtreme 
Controls를 포함합니다. Codejock 
Xtreme Toolkit Pro를 사용하면 Office 
스타일의 도구 모음과 메뉴를 포함해 
사용자 정의 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의 완전한 세트를 통합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본 
 어플리케이션에서 Microsoft Office 
스타일의 Ribbon Bar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본 
 어플리케이션에서 Microsoft Office 

 달력 
 Windows 개발자에게 세련된 
Microsoft Outlook 스타일의 달력을 
제공합니다. 

 달력 
 Windows 개발자에게 세련된 

 그리드 정렬 
 데이터를 평면 또는 계층 형식으로 
쉽게 생성, 그룹화,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정렬 
 데이터를 평면 또는 계층 형식으로 

•    Microsoft 스타일의 리본, 도구 모음, 메뉴, MDI 탭을 생성 

•    SkinFramework for .NET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테마 적용 

•    도구 모음이 내장된 엔터프라이즈급 그리드 컴포넌트를 포함 

 Office와 Visual Studio .NET 스타일의 GUI 
요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odejock Xtreme Toolkit Pro   2012  40   \ 758,100 

 Codejock Xtreme Suite Pro   2012  106   \ 758,100 

 Codejock Xtreme Calendar   2012 - - \ 179,600 

 Codejock Xtreme Chart Pro   2012 - - \ 276,000 

 Codejock Xtreme Command Bars   2012 - - \ 179,600 

 Codejock Xtreme Controls   2012 - - \ 179,600 

 Codejock Xtreme Docking Pane   2012 - - \ 179,600 

 Codejock Xtreme Property Grid   2012 - - \ 179,600 

 Codejock Xtreme Report Control   2012 -   \ 179,600 

 Codejock Xtreme Shortcut Bar   2012 - - \ 179,600 

 NEW   RELEASE 

PRODUCTS FROM  CODEJOCK SOFTWARE 

 Actipro SyntaxEditor 

 Actipro SyntaxEditor   2012 
 Actipro Software 

 Actipro SyntaxEditor는 어휘 파싱, 
의미 파싱(작업자 스레드에서), 자동 
정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통해 고급 
언어 파싱과 처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 정의 언어 
정의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SyntaxEditor는 의미 파서 생성과 
AST(추상 구문 트리) 구성을 도와주는 

완전한 파서 생성기를 포함합니다. 
컨트롤의 주요 코드 편집 기능은 코드 
정리,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 워드 랩, 
분할 보기, 현재 라인과 괄호의 색상 
강조, 가상 공간, 블록 선택, 매크로 
레코딩/재생, 표시자, 확장 표현, 
IntelliPrompt 코드 조각, 멤버 목록, 
스마트 태그 등을 포함합니다. 

 C# 코드 편집 
 파라미터 정보를 위한 자동화 
IntelliPrompt를 사용해 C# 코드를 
편집합니다. 

 C# 코드 편집 
 파라미터 정보를 위한 자동화 

 VB 코드 편집 
 자동화 멤버 목록용 IntelliPrompt를 
사용해 VB 코드를 편집합니다. 

 VB 코드 편집 
 자동화 멤버 목록용 IntelliPrompt를 

 XML SyntaxEditor 언어 정의 
파일의 편집 
 SyntaxEditor는 XSD 기반의 XML 
SyntaxEditor 언어 정의 파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XML SyntaxEditor 언어 정의 
파일의 편집 

•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 언어 정의를 개발하고 배포 

•    HTML 호출 CSS, VBScript 등의 언어 병합 지원. 

•    개별 작업자 스레드에서 의미 파싱 작업을 수행 

 VS.NET 스타일의 생산성을 높인 강력한 코드 
편집 컨트롤입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ctipro SyntaxEditor   2012  66   \ 421,800 

 Actipro WPF Studio   2012  219   \ 782,200 

 Actipro SyntaxEditor for WPF   2012  247 - \ 480,900 

 Actipro Bar Code for WPF   2012 - - \ 119,300 

 Actipro Bars for WinForms   2012 - - \ 179,600 

 Actipro Docking & MDI for WinForms   2012 - - \ 179,600 

 Actipro Docking & MDI for WPF   2012 - - \ 239,800 

 Actipro Editors for WPF   2012 - - \ 119,300 

 Actipro Gauge for WPF   2012 - - \ 300,100 

 Actipro Icons Elements   V1.0 - - \ 179,600 

PRODUCTS FROM  ACTIPRO SOFTWARE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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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XTUpload .NET Pro 

 DEXTUpload .NET Pro   V4.1 
 DEVPIA 

 DEXTUpload.NET Pro는 웹 
브라우저와 IIS Web 서버 사이의 
파일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지원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인터넷 표준(RFC 
1867)을 준수하며 Microsoft ASP.NET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XTUpload .NET Pro는 HTTP에 
기초하며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로 
파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로드하는 
데 사용합니다. DEXTUpload .NET 
Pro는 ASP.NET 업로딩 한계(고용량 
파일 업로드의 불일치, 서버 과부하와 
안전성 등)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C#로 작성되었으며 기존의 ASP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에 비해 업로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동안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진행 상태 창을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팝업 진행 상태 창은 업로드 
속도, 파일 크기, 업로드한 파일 크기,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또한 팝업 
진행 상태 창은 진행 상태 객체를 
이용해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일과 다중 업로드 
 DEXTUpload.NET을 이용하면 1
개와 여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일과 다중 업로드 
 DEXTUpload.NET을 이용하면 1

 업로드 진행 상태 
 업로드 진행 동안 사용자 정의 진행 
상태 막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진행 상태 
 업로드 진행 동안 사용자 정의 진행 

 워터마크 삽입과 이미지 형식 
 DEXTUpload.NET을 이용하면 
업로드한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이미지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 삽입과 이미지 형식 
 DEXTUpload.NET을 이용하면 

•    최고 2GB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    최적화 파싱 알고리즘을 통해 업로드 속도 향상 

•    BLOB(2진 대형 객체)를 통해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가능 

 웹 어플리케이션에 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DEXTUpload .NET Pro   V4.1 - - \ 553,400 

 DEXTUpload Pro   V3.5 - - \ 491,900 

 DEXTUpload Pro Extension   V1.5 - - \ 1,106,800 

 DEXTUploadJ   V1.0 - - \553,400  

 DEXTUploadX   V3.2 - - \ 553,400 

PRODUCTS FROM  DEVPIA 

 FusionCharts Suite 

 FusionCharts Suite   v3.2.2 
 FusionCharts 

 FusionCharts Bundled Pack
은 FusionCharts, PowerCharts, 
PowerMaps, FusionWidgets를 
포함합니다.   Pack은 Adobe Flash 
Platform에 기초해 눈길을 끄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컴포넌트의 
모음을 개발자에게 제공합니다. 
개발자는 컨텐트, 어플리케이션 
로직, 통신을 혼합해 효과적인 최종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브라우저 

호환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FusionCharts는 눈길을 끄는 
대화식 Flash 차트를 제공합니다. 
FusionWidgets는 게이지, 자동 갱신 
차트와 금융 차트, funnel/pyramid 
차트, 굵은 점 그래프(bullet graph), 
sparklines 등의 모음입니다. 이 제품은 
모든 웹 스크립트 작성 언어인 ASP, 
.NET, JSP, PHP, ColdFusion & Ruby 
on Rails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FusionMaps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애니메이션의 대화식 데이터 중심 
Flash Maps를 만듭니다. 

 FusionMaps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FusionCharts 
 ASP 및 ASP.NET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대화식 애니메이션 
차트입니다. 

 FusionCharts 
 ASP 및 ASP.NET 어플리케이션을 

 FusionWidgets 
 웹에 사용하는 실시간 금융과 
대시보드 차트입니다. 

 FusionWidgets 
 웹에 사용하는 실시간 금융과 

•    인터렉티브 및 애니메이션 플래시 차트 및 맵 신속히 작성 

•    75개 이상의 차트 종류 및 150개 맵 지원 

•    저렴한 라이센스 비용의 개방 소스 컴포넌트 

 ASP, ASP.NET 및 AJAX 앱용 크로스 플랫폼 
차트 솔루션.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FusionCharts Suite   v3.2.2  35 - \ 601,400 

 FusionCharts   for ASP and ASP.NET   v3.2.2  74 - \ 239,800 

 FusionWidgets   v3.2.2  120 - \ 239,800 

 PowerCharts   v3.2.2 - - \ 239,800 

 Collabion Charts for SharePoint   V1.0 - - \ 480,900 

 FusionCharts for Flex   V1.3 - - \ 360,400 

 FusionCharts for VB   V1.0 - - \ 119,300 

 FusionMaps   v3.2.2 - - \ 239,800 

 FusionMaps for Flex   Flash for Flex   V1.0 - - \ 360,400 

 BEST   SELLER 

PRODUCTS FROM  FUSIONCHARTS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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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icture.NET 

 GdPicture.NET   9 
 GdPicture 

 GdPicture.NET은 개발자가 .NET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서를 작성, 표시, 
캡처, 편집, 출력할 수 있는  .NET 
컴포넌트로 제공되는 문서 이미징 
툴킷의 모음입니다.   

GdPicture.NET 기술은 HDR 이미지, 
JPEG2000, JBIG, JBIG2, PSD, JPEG, 
TIFF, PNG, RAW 카메라를 포함해 1
비트~128비트의 90개 이상 벡터와 
비트맵 이미지 형식을 지원합니다. 

GdPicture Imaging SDKs는 이미지 
획득과 디지털 이미지 처리의 모든 

주요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문서 
이미징 툴킷의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OCR, OMR, 서식 처리, 이미지 처리, 
PDF 생성, 이미지 스캐닝, 래스터 
이미지 보기, 메타파일 보기, PDF 보기, 
섬네일 제어와 같은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Zoom 
 기능은 area selection, Pan, Page 
change, Zoom In, Zoom Out 등을 
포함합니다. 

 Zoom 
 기능은 area selection, Pan, Page 

 Load / Save images on FTP & 
HTTP servers 
 FTP와 HTTP 서버에서 이미지와 
PDF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Load / Save images on FTP & 
HTTP servers 

 Effects 
 이미지를 1/100 각도로 회전시키고 
필터와 효과(emboss, blur, edge 
enhance, auto-contrast)를 
적용합니다. 

 Effects 
 이미지를 1/100 각도로 회전시키고 

•    완전한 기능의 문서 보기에 래스터 이미지, 메타파일, PDF를 표시 

•    .NET 컴포넌트로 제공되는 완전한 기능의 사용료가 없는 문서 이미징 툴킷 

 로열티프리의 고급 이미지 처리용 컴포넌트 추가.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GdPicture.NET   9  16   \ 4,820,300 

 GdPicture.NET   Upgrades   9  46 - \ 2,169,100 

 GdPicture 1D Barcode Recognition Plugin   9  216 - \ 842,500 

 GdPicture Tesseract Plugin   9  231 - \ 721,900 

 GdPicture.NET   PlugIn Upgrades   9 - - \ 324,900 

 NEW   RELEASE 

PRODUCTS FROM  GDPICTURE 

 IBM ILOG Elixir Standard 

 IBM ILOG Elixir Standard   V3.0 
 IBM ILOG 

 IBM ILOG Elixir Standard는 Flex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자에게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컴포넌트의 
모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훨씬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10가지 그래픽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IBM ILOG Elixir Standard는 10가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컨트롤인 
3D charts, gauges, maps, heat maps, 
calendars, OLAP와 pivot charts, 
organization charts, treemaps, radar 
charts, timelines을 제공합니다. IBM 
ILOG Elixir Standard의 컨트롤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Flex 컴포넌트와 
함께 조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Adobe 
Flash Builder 4 IDE를 통합합니다.

전문적으로 문서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사용하면 개발자들은 
컨트롤의 모양이나 거동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Adobe Flex 및 
Adobe AIR는 인터넷(및 데스크탑)
에서 사용하는 풍부한 그래픽과 높은 
수준의 대화식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강력한 플랫폼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버튼, 메뉴, 차트와 같은 광범위한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에는 
Adobe 플랫폼에서 고유하게 제공하는 
것 이외의 그래픽 수준이 높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IBM ILOG 
Elixir Standard는 훨씬 직관적인 
대화식 표시를 위한 고급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 세트를 추가해 Flex
와 AIR 플랫폼을 향상시킵니다. 

 Data Visualization 
 Create rich Internet applications 
(RIA) using Adobe Flex 4 and 
Adobe AIR. 

 Data Visualization 
 Create rich Internet applications 

 3D Charts 
 IBM ILOG Elixir comes with a full 
range of 3D charts that parallel the 
Adobe 2D charts. 

 3D Charts 
 IBM ILOG Elixir comes with a full 

 Gauges and Dials 
 Gauges and dials are fully 
interactive and designed to be 
connected to real-time data 
sources. 

 Gauges and Dials 
 Gauges and dials are fully 

•    포함 기능: 3D 차트, 게이지, 맵, 히트 맵, 캘린더, OLAP 및 피봇 차트, 조직 
차트, 트리맵, 레이터 차트 및 타임라인 

•    Adobe Flash Builder 4 IDE와 통합 

 Adobe Flex 4 및 Adobe AIR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컴포넌트.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IBM ILOG Elixir Standard   V3.0  28 - \ 1,344,500 

 BEST   SELLER 

PRODUCTS FROM  IBM ILOG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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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   V4.0 
 Janus Systems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는 .NET 어플리케이션에 
Microsoft Outlook과 비슷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100% .NET 관리 코드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Suite는 
Janus GridEX for .NET(Outlook 
Grid - 다중 셀 선택의 새로운 지원), 
Janus Schedule for .NET(Outlook 
Calendar View), Janus Timeline 
Control for .NET(Outlook Journal), 
Janus ButtonBar Control for 
.NET과 ExplorerBar Controls for 

.NET(Outlook Shortcut Bar), Janus 
CommandManager(Menus and 
Toolbars), Janus PanelManager 
(Outlook/VS.NET 창), Janus 
TabControl(Tab features), Janus 
Ribbon for .NET(Backstage 메뉴와 
탭 기능을 제공하는 Office 스타일의 
리본 표시줄)을 포함합니다.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는 Visual 
Studio 2010 및 .NET Framework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의 지원과 함께 
모든 컨트롤을 위한 Office 2010의 
시각적 스타일을 포함합니다. 

 Office 2010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는 
포함된 모든 컨트롤에 Office 2010 
시각적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Office 2010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는 

 Janus Schedule Control for 
.NET 
 Days, WorkWeeks, Weeks, 
Months를 표현하는 다양한 보기로 
약속과 약속 대상을 표시합니다. 

 Janus Schedule Control for 
.NET 

 리본 컴포넌트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는 
리본 컨트롤을 포함합니다. 

 리본 컴포넌트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는 

•    MaskEdit, CheckBox, UpDown 및 Calendar를 포함한 내장형 에디터 

•    신기능: Excel XML 포맷의 GridEX 컨트롤에서 데이터 내보내기 가능 

•    계층형 분류 + 필터 기능을 개선된 성능으로 지원 

 .NET 어플리케이션에 Outlook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를 추가.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   V4.0  23   \ 1,093,300 

 Janus GridEX for .NET   V4.0  79   \ 601,400 

 Janus GridEX   2000b  177   \ 404,600 

 Janus UI Controls for .NET   V4.0  179   \ 601,400 

 Janus Schedule and Timeline Controls for .NET   V4.0 - - \ 601,400 

 Janus Web ASP.NET Server Controls Suite   V3.0 - - \ 847,400 

 BEST   SELLER 

PRODUCTS FROM  JANUS SYSTEMS 

 LEADTOOLS Imaging Pro SDK 

 LEADTOOLS Imaging Pro SDK   V17.5 
 LEAD Technologies 

 LEADTOOLS Imaging Pro SDK
는 150가지 이상의 래스터 파일 
형식(JPEG, GIF, TIFF 등), 2000개 
이상의 효과로 이미지 처리, 이미지 
변환과 필터, 다양한 로드와 보기 
옵션, TWAIN 스캐닝, 인쇄, 섬네일 
브라우저,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 
이미징 기능, 압축, 화면 캡처, 그리기, 
컬러 변환, 그래픽 변환, 공통 대화상자 

등을 지원하는 .NET Class Library, 
C++ Class Library, DLL Imaging 
API SDK입니다.   또한 개발자가 채색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채색 기능을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LEADTOOLS 
Tile Image Viewer를 사용하면 신속한 
대화식 이미지 보기를 ASP.NET 웹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형식 
 파일을 다양한 래스터 파일 
형식으로 로드 및 저장합니다. 

 이미지 파일 형식 
 파일을 다양한 래스터 파일 

 압축 지원 
 시장 선도 압축 기법을 사용해 
이미지를 손실 또는 무손실 이미지 
형식으로 압축합니다. 

 압축 지원 
 시장 선도 압축 기법을 사용해 

 공간적 이미지 조작 
 로드 중과 후에 완전한 이미지 크기 
변경 컨트롤입니다. 단일 이미지 
및 일괄 크기 변경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공간적 이미지 조작 
 로드 중과 후에 완전한 이미지 크기 

•    API, .NET 클래스, C++ 클래스 라이브러리, ActiveX, VCL 툴킷을 포함 

•    150가지가 넘는 래스터 이미지 파일 형식의 불러오기, 저장, 변환 

•    TWAIN, 화면 캡처, 데이터베이스 연결성을 지원 

 Corel, HP, Kodak, Microsoft에서 사용하는 정밀 
이미지 제어입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LEADTOOLS Multimedia SDK   V17.5  132 - \ 1,199,200 

 LEADTOOLS Imaging Pro SDK   V17.5 -   \ 1,199,200 

 LEADTOOLS 1D Barcode Module   V17.5 - - \ 837,600 

 LEADTOOLS 2D Barcode Module   V17.5 - - \ 1,440,300 

 LEADTOOLS Advanced PDF Plug In   V17.5 - - \ 2,404,400 

 LEADTOOLS Document Imaging SDK   V17.5 -   \ 3,007,100 

 LEADTOOLS Document Imaging Suite SDK   V17.5 - - \ 6,020,100 

 LEADTOOLS ePrint   V5.0 - - \ 4,190,800 

 LEADTOOLS ICR Module   V17.5 - - \ 3,609,700 

 LEADTOOLS Medical Imaging SDK   V17.5 - - \ 6,020,100 

PRODUCTS FROM  LEAD TECHNOLOGIES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www.componentsource.com 41

© 1996-2012 ComponentSource. 판권소유. 모든 가격은 발행일 현재 정확한 가격입니다. 온라인 가격은 일일 가격 변동 및 온라인 할인으로 인해 표기 가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톱
 2

5
0
: 

베
스

트
 셀

링
 개

발
처

 리
스

트
. 

리
뷰

: 
별

 5
개

의
 고

객
 만

족
도

 평
가

 리
뷰

 Nevron Diagram for .NET 

 Nevron Diagram for .NET   Enterprise   2012 
 Nevron 

 Nevron Diagram for .NET
은 어플리케이션에 일관적이고, 
지능형이며, 강력한 도표 작성 능력을 
제공합니다.   Nevron Diagram for .NET
은 강력한 Model - View - Controller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WinForms 및 WebForms 
프로젝트에서 기능이 풍부한 도표 작성 
솔루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완전 관리형의 확장 가능하고 강력한 
도표 작성 프레임워크입니다. 
Nevron Diagram for .NET은 고급 
자동 그래프와 트리 레이아웃, 수많은 
상호작용성과 편집 기능, 수백 개의 
사전 정의 형상과 확장성 옵션, 
트리/그래프 데이터 가져오기 도구, 
고급 시각적 효과, 측정 단위 등을 
포함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Nevron Diagram for .NET을 
사용하면 중첩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Nevron Diagram for .NET을 

 순서도 
 예는 Predefined 2D Shapes, Ports 
on graph edges, Lightning 필터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필터도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순서도 
 예는 Predefined 2D Shapes, Ports 

 OrgChart 다이어그램 
 예는 Composite graph vertices, 
Multiple labels, HV Graph Edges, 
Text fill style, 그림자 기능을 
사용합니다. 

 OrgChart 다이어그램 
 예는 Composite graph vertices, 

•    Model-View-Controller 아키텍처는 객체 모델 확장성 보장 

•    첨단 벡터 및 래스터 2D 그래픽 기술 통합 

•   그래프, 흐름도, 맵, UML 및 일반용 다이어그램 출력

 다이어그램 및 그래픽 기능을 .NET 
애플리케이션에 추가.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Nevron Diagram for .NET   Enterprise   2012  174   \ 1,066,000 

 Nevron Chart for .NET   Enterprise   2012  187   \ 1,066,000 

 Nevron User Interface Suite for .NET   Enterprise   2012 -   \ 442,500 

 Nevron .NET Vision   Professional   2012 - - \ 1,185,900 

 Nevron .NET Vision   Enterprise   2012 - - \ 1,905,300 

 Nevron 3DChart   V7.1 - - \ 826,200 

 Nevron Chart for .NET   Lite   2012 - - \ 358,500 

 Nevron Chart for .NET   Professional   2012 -   \ 706,300 

 Nevron Chart for Reporting Services   2012 - - \ 1,066,000 

 Nevron Chart for SharePoint   2012 - - \ 1,485,700 

PRODUCTS FROM  NEVRON 

 Chart FX 7 

 Chart FX 7    
 Software FX 

 Chart FX 7은 Visual Studio에 
중단 없이 통합되어 개발자에게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시각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NET Framework
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레이어를 
개선할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가벼우며, 
안전한 차트를 생성합니다.  Chart FX 
7은 Visual Studio 테마와 호환되며, 

테마 변경은 페이지의 Chart FX 7 
컨트롤에 반영됩니다. 또한 개발자는 
Chart FX 7 기능을 Silverlight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Chart FX 7은 브라우저로 직접 비트 
스트림이 가능하고 AJAX를 사용하는 
DHTML 렌더링 엔진을 포함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완전한 상호작용성 
차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차트 유형 
 3DBar, Area, Bar, Bubble, Financial, 
Gantt, Line, Pareto, Pie, Radar-
Polar 등을 포함해 20가지 이상의 
차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트 유형 
 3DBar, Area, Bar, Bubble, Financial, 

 인쇄 
 Printer Object를 사용해 여백, 용지 
방향, 색상 또는 패턴 인쇄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쇄 
 Printer Object를 사용해 여백, 용지 

 최종 사용자 경험 
 도구 모음, 상황 의존 메뉴, 
대화상자는 최종 사용자가 차트 
요소의 시각적 요소를 변경하는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 경험 
 도구 모음, 상황 의존 메뉴, 

•    Visual Studio 개선을 통해 완전히 재작성 

•    강력하면서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Smart Tag Wizard 

•    재설계된 UI가 Smart Client와 ASP.NET 어플리케이션에 통합 

 웹과 Windows 어플리케이션에 대화형 차트와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hart FX 7     12 - \ 3,503,800 

 Chart FX 7   Extension Pack for Chart FX 7     27 - \ 1,806,600 

 Chart FX for .NET   V6.2  32   \ 3,153,300 

 Studio FX Premium Subscription     76 - \ 1,565,600 

 Chart FX for Reporting Services     144 - \ 1,050,300 

 Chart FX 7 for Java    - - \ 5,256,400 

 Chart FX 7 for Java Desktop    - - \ 2,288,700 

 Chart FX for .NET   Extension Pack for Chart FX for .NET    -   \ 1,751,300 

 Chart FX for COM   V6.2 - - \ 2,409,300 

 Chart FX for Java 6.5    - - \ 5,256,400 

 BEST   SELLER 

PRODUCTS FROM  SOFTWARE FX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