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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software Red Carpet Subscription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패키지로 필요한 
모든 것(FTP부터 IMAP와 SNMP
에 이르는 모든 주요 프로토콜, SSL
과 SSH 보안, S/MIME 암호화, 디지털 
인증서, 신용카드 처리, ZIP 압축, 
인스턴트 메시징, 출고와 추적, 

e-비즈니스(EDI) 트랜잭션용 컴포넌트)
을 제공합니다.

라이센싱 제한이 없으므로 작업 
기기, 노트북, 모든 가정용 기기에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제한이 없으므로 .NET, COM, 
C++, Java, Pocket PC, Unix, Linux, 
심지어 Mac OS X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무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을 포함한 
업데이트 CD를 분기별로 제공합니다. 
이 패키지는 금액으로 30,000
달러가 넘는 모든 /n 소프트웨어 제품
(IP*Works!, SSL, S/MIME, S/Shell,
Zip, EDI, IBiz Integrators for 
QuickBooks, Enterprise Adapters, 
E-Payment, Vital/TSYS, Paymentech, 
USPS 등)을 포함합니다.

/n software Red Carpet Subscription 
소프트웨어는 광범위한 인터넷 개발용 
프레임워크인 IP*Works!를 포함하며 
대부분의 /n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핵심 구축 블록입니다.  IP*Works!
는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 가능 

컴포넌트를 제공해 인터넷 개발에서 
복잡함을 제거하므로 이메일 전송, 파일 
전송, 네트워크 관리, 웹사이트 검색, 웹 
서비스 사용 등과 같은 작업이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인터넷 프로토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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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PP를 지원합니다.

또한 “classic” IP*Works! 패키지의 
컴포넌트용 드롭-인 교체(drop-in 
replacement)를 보호하는 SSL 사용 

컴포넌트의 집합인 IP*Works! SSL을 
포함합니다.

컴포넌트는 빠르고,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고, 자원을 최소로 사용합니다.  
컴포넌트는 외부 라이브러리와 
독립적이며 작고 가볍습니다. 또한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의 고유 
개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기술을 
포함합니다.

IP*Works!는 배우기 쉬운 일반 객체 
모델과 간소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완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수천 시간의 엄격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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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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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2013  35 - \ 1,909,400 

 IP*Works! Zip   .NET Edition   V9  133   \ 544,800 

 IP*Works!   .NET Edition   V9  146 - \ 653,900 

 IP*Works!   Delphi Edition   V9  188   \ 533,800 

 IP*Works! Secure SNMP   C++ Builder Edition   V9  196 - \ 872,300 

 IP*Works!   C++ Edition   V9  202 - \ 801,300 

 E-Payment Integrator   .NET Edition   V5  243 - \ 435,600 

 /n software SharePoint Extensions   V3 - - \ 667,600 

 /n software Work� ow Activities   V3 - - \ 110,300 

 Amazon Integrator   .NET   V5 - - \ 667,6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zure Integrator   Java Edition   V1 - - \ 444,700 

 E-Banking Integrator   Android OS Edition   V3 - - \ 667,600 

 E-Payment Integrator   PHP Edition   V5 - - \ 435,600 

 ERP (SAP) Integrator .NET Edition   V1 - - \ 1,113,300 

 FDMS Integrator   .NET   V3 - - \ 2,785,000 

 Google Integrator   .NET   V1 - - \ 444,700 

 IP*Works!   Java Edition   V9 - - \ 817,700 

 IP*Works!   Android OS Edition   V9 - - \ 734,400 

 IP*Works! EDI   Java Edition   V8.0 - - \ 1,090,600 

 IP*Works! EDI   .NET Edition   V8.0 - - \ 556,100 

 BEST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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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을 사용하면 
Word, Excel, PowerPoint, Project, 
PDF, Flash를 포함해 많은 인기 있는 
파일 형식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징, 바코드, 
이메일, 도표 작성 기능도 포함합니다. 
이 제품은 1년간 업데이트와 지원을 
포함합니다. 

Aspose.Cells
Microsoft Excel을 설치하지 않아도 
Excel Spreadsheet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PI는 간단한 파일 변환 
또는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를 
포함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서식, 
차트, 수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Aspose.Words
Microsoft Word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Word 문서의 생성, 수정, 변환을 포함해 
광범위한 문서 처리를 수행하는 .NET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DOC, DOCX, DOCM, OOXML, 
RTF, HTML, OpenDocument, PDF, 
XPS, EPUB 형식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미지, 하이퍼링크, 
필드와 같은 복잡한 문서 요소를 삽입 및 
포맷할 수 있습니다. 

Aspose.Pdf
.NET(C#, ASP.NET, VB.NET) 
어플리케이션에서 Adobe Acrobat

을 사용하지 않아도 PDF 문서를 읽고, 
쓰며, 조작할 수 있는 PDF 생성 및 조작 
컴포넌트입니다. 또한 PDF 파일에서 
폼을 생성하고 삽입된 폼 필드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Aspose.Slides
PowerPoint를 사용하지 않아도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읽고, 
쓰며, 조작할 수 있는 PowerPoint 관리 
컴포넌트입니다. PPT, PPS, POT, 
PresentationML(OOXML, PPTX) 
형식을 지원합니다. 

Aspose.BarCode
많이 사용되는 바코드 표준을 지원하는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바코드 생성 및 
인식 컴포넌트이며 BMP, EMF, GIF, 
JPEG, PNG, TIFF, WMF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미지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Aspose.Email
웹 서비스, ASP.NET Web 또는 
Windows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모음입니다. 
Outlook PST, EML, MSG, MHT 파일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pose.Imaging
.NET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를 쉽게 
생성, 편집,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PSD, BMP, JPG, TIFF, PNG, GIF
를 포함하는 다양한 파일 형식을 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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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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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넌트의 모음입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spose.Total   for .NET     5 - \ 2,785,000 

 Aspose.Cells   for .NET   V7.2  12 - \ 1,113,300 

 Aspose.Words   for .NET   V11  32 - \ 1,113,300 

 Aspose.Words   for Java   V11  42 - \ 1,113,300 

 Aspose.Total   for Java     53 - \ 2,785,000 

 Aspose.Slides for Reporting Services   V3.9  114 - \ 890,400 

 Aspose.Pdf   for .NET   V7.4  169 - \ 890,400 

 Aspose.Email for .NET   for .NET   V1.0  170 - \ 667,600 

 Aspose.Tasks   for .NET   V3.9  175 - \ 1,113,300 

 Aspose.BarCode   for Java   V2.7 - - \ 667,6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spose.Cells   for Java   V7.0 - - \ 1,113,300 

 Aspose.Imaging for .NET   for .NET   V1.0 - - \ 667,600 

 Aspose.Pdf   for Java   V3.0 - - \ 890,400 

 Aspose.Pdf for JasperReports   V1.0 - - \ 890,400 

 Aspose.Slides   for Java   V2.6 - - \ 890,400 

 Aspose.Slides   for .NET   V6.2 - - \ 890,400 

 Aspose.Total for JasperReports    - - \ 2,785,000 

 Aspose.Total for Reporting Services    - - \ 2,785,000 

 Aspose.Total for SharePoint    - - \ 2,785,000 

 Aspose.Words for JasperReports   V1.3 - - \ 1,113,300 

 BEST   SELLER 

PRODUCTS FROM  ASPOSE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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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NET Ultimate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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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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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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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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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는 DashboardPanels 및 
Dashboard 팝업 창과 같은 시각적 
특징뿐 아니라 개별 컨트롤의 해당하는 
시각적 속성을 정의하기 위해 스위트 
전체에 사용됩니다. DashboardPanel
에서 테마를 설정하면 테마는 포함된 
모든 컨트롤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NET Ultimate는 현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Micro 
Charts, NavigationTiles, TreeList, 
Dropdown, DropdownTree 컨트롤도 
포함합니다.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NET Ul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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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제어 
 지역, 무제한지도 레이어, 시각화 
내장 및 드릴 다운의 선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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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수백만  
 대형 레코드 집합을 사용하는 
경우 샘플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지역 차트 
 매력적인 2D 및 3D 영역 차트 모양의 
범위를 제공합니다. 

 ComponentArt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NET Ultimate   2012 

•    터치 입력과 모바일 CPU에 최적화된 Windows 8용 컨트롤의 
고유 세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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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01    \890,400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Silverlight   2013  140 - \ 1,447,700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WinRT   2013  161 - \ 1,447,700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NET Ultimate   2012 - - \ 2,004,900 

 ComponentArt Charting for Silverlight   2013 - - \ 1,001,900 

 ComponentArt Charting for WPF   2013 - - \ 1,001,9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omponentArt Data Visualization for WPF   2013 - - \ 1,447,700 

 ComponentArt SOA.UI for .NET   2013 -   \ 667,600 

 ComponentArt UI Framework for .NET   2013 -   \ 1,224,800 

 ComponentArt Web.UI for Silverlight   2013 -   \ 890,400 

 ComponentArt Win.UI for WPF   2013 -   \ 890,400 

PRODUCTS FROM  COMPONENTART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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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One Studio Enterprise 
다양한 플랫폼을 위한 수백 개의 기능이 
풍부한 컨트롤을 포함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WinForms, WPF, ASP.NET
WebForms, MVC, Silverlight, 
Windows 8, iPhone, Mobile, ActiveX
용 도구로 멋진 데스크탑,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ComponentOne Studio Enterprise는 
사용자와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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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F 툴셋은 그리드, 

스케줄러, 차트, 리포트 등에서 고급 
데이터 바인딩부터 풍부한 데이터 
시각화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50개 
이상의 WPF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또한 
Arabic, Chinese, Hebrew, Japanese
를 포함하는 20개 이상 다국어의 신속한 
현지화 지원으로 글로벌 방문객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Windows 
Phone 툴셋은 데이터 시각화, 서식 
있는 텍스트 편집, 데이터 입력, PDF 
보기 등을 위한 20개 이상의 Windows 
Phone 8 컨트롤을 포함합니다.  
WinRT XAML 툴셋은 날짜/시간 
선택기, 달력, 데이터 시각화, 레이아웃 
패널, 마스킹된 텍스트, 숫자 입력과 
같은 WinRT에 없는 많은 컨트롤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WinRT XAML 
툴셋은 차트 유형이 30가지 이상인 차트 
작성 컴포넌트, 유연한 데이터 바인딩, 

실시간 상호작용, 풍부한 스타일링 
기능을 포함합니다. 사용자는 스타일, 
애니메이션, 마커, 라이브 업데이트를 
적용해 대시보드에 생동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PDF 문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WinForms 툴셋은 수상 경력의 두 
가지 그리드 FlexGrid와 True DBGrid
가 특징인 .NET 컨트롤을 포함합니다. 
언바운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FlexGri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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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F 응용 프로그램을위한 
고급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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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    데이터 시각화, 레이아웃, 입력을 위한 WinRT XAML UI 컨트롤 
•    iPhone 최종 사용자에게 웹 사이트와 비슷한 경험 제공 
•    고성능 WPF 데이터 그리드, 차트, 스케줄러 컨트롤 

 WinRT XAML, Silverlight, WPF, .NET, ASP.NET, 모바일 기기용 컴포넌트. 

 WinRT, WPF, Silverlight, ASP.NET, Windows Forms, 
Mobile, ActiveX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omponentOne Studio Enterprise   2012 v3  18   \ 1,445,100 

 Spread.NET Professional   6  73 - \ 1,585,300 

 ComponentOne Studio for WinForms   2012 v3  22   \ 946,500 

 ComponentOne Ultimate   2012 v3  25 - \ 2,109,900 

 True DBGrid Pro   8.0  71   \ 557,200 

 VSFlexGrid Pro   8.0  105   \ 557,200 

 ComponentOne Studio for WinRT XAML   2012 v3  118 - \ 946,500 

 ComponentOne Chart for WinForms   2012 v3  128 - \ 528,800 

 ComponentOne FlexGrid for WinForms   2012 v3  166 - \ 528,800 

 ComponentOne Studio for ASP.NET Wijmo   2012 v3  181 - \ 946,5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omponentOne Doc-To-Help   For Word   2012 v3  193 - \ 893,700 

 ComponentOne Chart for ActiveX   8.0  233   \ 528,800 

 ComponentOne Studio for LightSwitch   2012 v3  244 - \ 865,100 

 ComponentOne True DBGrid for WinForms   2012 v3  250   \ 528,800 

 ComponentOne DemoWorks    - - \ 1,263,800 

 ComponentOne Doc-To-Help   Enterprise   2012 v3 - - \ 1,263,800 

 ComponentOne Editor for WinForms   2012 v3 - - \ 528,800 

 ComponentOne IntelliSpell   2012 v3 - - \ 206,200 

 ComponentOne OLAP for Silverlight   2012 v3 - - \ 1,581,100 

 ComponentOne OLAP for WinForms   2012 v3 - - \ 1,581,100 

 BEST   SELLER 

PRODUCTS FROM  COMPONENTONE A DIVISION OF GRAPECITY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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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NET Professional은 .NET 
개발을 위해 삽입된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 플랫폼입니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웹 사이트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따라 
Spread.NET Professional을 사용하면 
개발자는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체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생산성 높은 사용자 경험은 
데이터와 익숙하고, 논리적이며, 
직관적이고, 일관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이 제품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내장된 Excel 
문서 가져오기와 내보내기의 지원을 
통해 Spread.NET Professional
은 Excel 문서에서 데이터와 사용자 
상호작용의 완벽한 프로그램적 제어를 

제공하므로 비즈니스 규칙, 보안,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Microsoft Excel 문서를 
가져오고 전체 서식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와 상호작용 후, 이식성을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Microsoft Excel로 
내보내고, 외부 고객에게 배포하면 
됩니다. Spread.NET Professional은 
Excel(2007-2010 xlsx), Excel 97(xls), 
쉼표 분리(csv), 텍스트(txt)를 포함한 
여러 Excel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Spread.NET Professional을 사용하면 
스프레드시트에서 완전한 기능의 2D
와 3D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트 
유형은 column, line, pie, bar, area, 
XY, bubble, stock, XYZ, doughnut, 
radar, polar를 포함합니다. 사용자는 

종합 차트 개체 모델을 사용해 코드를 
작성하거나 Spread Designer 및 Chart 
Designer에 액세스해 디자인 타임에서 
코드 작성 없이 차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외부 데이터 소스에 바인딩할 
수 있고, 최종 사용자는 런타임에 차트 
서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pread.
NET Professional은 Microsoft Excel
에서처럼 최종 사용자가 Spread.NET 
Professional에서 차트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할 수 있는 내장된 디자인 
대화상자가 특징입니다.

Spread.NET Professional은 확장된 
강력한 개체 모델을 포함하며 내장된 
클래스를 확장하고 사용자 정의 
개체를 할당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많은 요소와 제어 거동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달성하기 어렵다고 

간주되었던 능력으로 고급 Microsoft 
Excel 호환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NET 
어플리케이션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Spread.NET Professional은 관계형 
데이터 세트의 표시 지원을 포함해 
모든 .NET 데이터 소스에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바운드 데이터에서 
언바운드 행과 열의 런타임 지원은 집계 
정보의 포함 또는 가정 시나리오 분석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Spread.NET
은 데이터 소스 하나에 여러 셀의 
바인딩도 지원하고 여러 셀을 데이터 
소스 하나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Spread.NET Professional은 
디자인한 템플릿 레이아웃에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Windows 
Forms 그리드 컴포넌트인 MultiRow를 
포함합니다. 

 Spread.NET Professional 

 확장성 사용자 정의 옵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많은 요소를 
사용자 정의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능력을 개발자에게 제공합니다. 

 MultiRow 
 디자인한 템플릿 레이아웃을 통해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수식 
 300개 이상의 내장 함수를 포함하고 
교차 시트 수식 참조를 지원합니다. 

 FormulaTextBox 
 컬러 코드 셀과 범위 참조 및 
마우스와 키보드 선택 지원을 
포함합니다. 

 Microsoft Excel 플랫폼 
 Microsoft Excel 문서를 가져오고 
전체 서식 지정을 보존합니다. 

 차트 
 Chart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연결된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을 개발 및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ComponentOne a division of GrapeCity 
 Spread.NET Professional   6 

•    Sparklines 및 Camera Shapes 등 데이터 시각화 기능
 •   액셀 가져오기/내보내기 기능을 최대 50%까지 향상
•    스프레드시트 내에서 전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2D 및 3D 차트 생성 

액셀 호환 스프레드시트를 WinForms 및 ASP.NET 애플리케이션에 추가 .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 시각화, 수식 계산, 레이아웃 옵션을 
빠르게 추가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FarPoint Spread   V8.0  31   \ 739,300 

 Spread.NET   6  65 - \ 1,268,000 

 Spread.NET Professional   6  73 - \ 1,585,300 

 Tab Pro   V3.1  157 - \ 143,800 

 Button Objx   V2.0 - - \ 210,500 

 Calendar Objx   V3.0 - - \ 242,2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Enterprise Database Pack    - - \ 950,800 

 Enterprise Developer Toolbox    - - \ 1,056,500 

 Input Pro for Silverlight   V1.0 - - \ 316,200 

 Input Pro for Win Forms    - - \ 263,300 

 List Pro   V3.0 -   \ 259,100 

 Spread WPF-Silverlight   V1 - - \ 1,331,800 

PRODUCTS FROM  COMPONENTONE A DIVISION OF GRAPE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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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이너 - 복잡한 리포트를 위한 정밀한 디자인 툴 
•    업데이트된 Barcode, Matrix, Calendar 및 Table 컨트롤 
•    API가 있는 재설계된 뷰어 및 디자이너 컨트롤 

베스트 셀링 로열티 프리 .NET 리포트 작성기의 최신 출시.

 .NET 어플리케이션에서 광범위한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ctiveReports   7  3 - \ 1,691,100 

 ActiveAnalysis   2.1 -   \ 1,056,5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ctiveReports 2 for ActiveX/COM   V2.0 -   \ 845,000 

 BEST   SELLER 

PRODUCTS FROM  COMPONENTONE A DIVISION OF GRAPECITY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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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xpress Universal Suite는 
Visual Studio 및 .NET Framework
용으로 설계된 모든 DevExpress 
제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1년간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와 함께 우선 
기술 지원도 포함됩니다. 가입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IDE 생산성 도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WinRT, Windows Forms, ASP.
NET, WPF, Silverlight용 컴포넌트를 
포함해 DevExpress의 핵심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별 도구 외에도 Windows Forms
와 ASP.NET 컴포넌트, DXTREME 
컨트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 있는 
eXpressApp Framework의 전체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DXTREME 컨트롤은 Windows 8 
기기와 iPad부터 iPhone와 Android 
스마트폰에 이르는 플랫폼과 기기에서 
멋진 다중 화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는 개발자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XTREME
의 HTML5, CSS, JavaScript 도구를 
통해 개발자는 사용자 경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매력적인 대화형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Windows Forms 제품은 XtraTiles 
Suite(Windows 8 터치 가능 솔루션), 
XtraCharts Suite(최종 사용자 줌, 
스크롤, 회전, DevExpress OLAP 
데이터 마이닝 컨트롤과 고유한 통합을 
제공하는 2D와 3D 차트 작성을 위한 
45가지 이상의 차트 유형을 포함), 
XtraGrid Suite(단순 테이블에서 

계층적 다중 행 레이아웃과 카드 
보기까지 4가지 데이터 레이아웃 
옵션을 포함한 그리드 컨트롤), 
XtraScheduler Suite(어플리케이션에 
Office Calendar의 UI를 통합 가능), 
XtraPivotGrid Suite(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시각적 리포팅 
솔루션), XtraGauges(linear, circular, 
digital, state indicator 게이지 유형), 
XtraEditors(독립적 또는 삽입해 사용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편집기로 구성된 
라이브러리), XtraWizard(Wizard 97 
또는 Aero 표준을 준수하는 다단계 
마법사 대화상자를 쉽게 생성)를 
포함합니다.

ASP.NET 제품은 ASPxGridView 
and Editors Library(강력한 
그리드와 데이터 편집기 라이브러리), 
ASPxPivotGrid Suite(다차원 분석 
컴포넌트), ASPxNavBar Suite(AJAX
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웹 탐색 표시줄), 

ASPxMenu Suite(매우 가볍고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메인과 컨텍스트 메뉴 
등)를 포함합니다.

WPF 제품은 DXGrid for WPF(빠른 
서버측 데이터 처리 및 템플릿과 
스타일의 완벽한 지원), DXCharts for 
WPF(템플릿을 통한 명확하고 컴팩트한 
XAML 구문과 요소의 사용자 정의), 
DXCarousel for WPF(멋진 탐색과 
데이터 검색), DXNavBar for WPF(
쉽고 직관적인 탐색)을 포함합니다.

Silverlight 제품은AgDataGrid(빠른 
데이터 조작과 풍부한 최종 사용자 
경험), AgRichEdit(Word와 비슷한 
텍스트 편집 기능), AgMenu(정적 
메뉴, 도구 모음,  컨텍스트 메뉴 
등), AgLayoutControl(Silverlight용 
레이아웃 관리)을 포함합니다. 

 DevExpress Universal Suite 

 터치 방식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새로운 
디지털 터치점을 활용합니다. 

 복수 경로 
 내장된 소셜 미디어 기능을 
사용하면 인증을 걱정할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DXMap 
 DXMap Suite는 상호작용성을 
도입하고,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하며, Bing Maps와 OpenStreet
를 지원합니다. 

 Touch Board 
 기존 ASP.NET 기술을 사용해 고유한 
모양과 느낌을 제공하는 iPad용 터치 
가능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Cartesian Chart 
 XY-Diagram에서 2D 시리즈를 
그리는 Cartesian Chart 
컨트롤입니다. 

 웹 메일 클라이언트 
 DevExpress 가입을 웹 기반 메일 
클라이언트에 통합합니다. 

 DevExpress (Developer Express) 
 DevExpress Universal Suite   12.2 

•    DXTREME 도구를 사용하면 멋진 iOS, Android, Windows 8용 
어플리케이션 생성 가능 

•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디지털 대시보드 표시. 

 장치와 플랫폼에서 유쾌한 경험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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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DXperience DXv2 Enterprise   12.2  1   \ 1,620,500 

 DevExpress Universal Suite   12.2  2   \ 2,451,800 

 DXperience DXv2 WinForms   12.2  4   \ 982,500 

 Developer Express VCL Subscription   12.2  8 - \ 1,671,700 

 DXperience DXv2 ASP.NET   12.2  9   \ 982,500 

 DXperience DXv2 WPF   12.2  24 - \ 982,500 

 ExpressGridPack   12.2  64 - \ 1,103,1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odeRush   12.2  141 - \ 272,900 

 ExpressQuantumPack   12.2  145   \ 882,400 

 DXTREME ENTERPRISE   12.2  171 - \ 982,500 

 ExpressSkins Library   12.2  214 - \ 89,100 

 ExpressQuantumGrid Suite   12.2 -   \ 156,000 

 DXperience DXv2 Silverlight   12.2 - - \ 982,500 

 DXTREME Windows 8 XAML Subscription   12.2 - - \ 545,800 

 NEW   RELEASE 

PRODUCTS FROM  DEVEXPRESS (DEVELOPER EXPRESS)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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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arcadero® RAD Studio XE3를 
사용하면 Windows 8, Mac, .NET, 웹, 
모바일 플랫폼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풍부하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Delphi®, C++Builder®, Embarcadero 
Prism™, HTML5 Builder를 제공하므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속도가 5배나 
빨라집니다. 그리고 고유한 멀티플랫폼 
배포, 컴포넌트 기반 시각적 개발, 이종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연결성을 
통해 경쟁우위와 비즈니스 기회를 
높이면서 출시 시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RAD Studio XE3는 Windows 8 Style 
UI를 적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Delphi와 C++Builder의 새로운 
Metropolis UI를 사용하면 Windows 
8 데스크탑 및 x86 Surface와 Slate 
태블릿뿐 아니라 XP부터 Windows 7
까지 Windows 이전 버전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터치 가능, 라이브 타일 지원, 
태블릿 센서 컴포넌트 등을 포함한 
새로운 Windows 8 UI 스타일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RAD Studio XE3는 ISV와 
엔터프라이즈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클라우드 지원을 포함합니다. 
PC, 웹, 모바일을 포함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추가 클라이언트 지원으로 
임베디드부터 다중 계층까지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RAD Studio XE3를 
사용하면 SQL Server, Oracle, Sybase, 
DB2, InterBase, SQL Anywhere, 
SQLite, MySQL, Windows Azure와 
Amazon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RAD Studio XE3 및 FireMonkey 
FM2 Application Framework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 후 하나의 
코드베이스로 64비트 Windows와 
Windows 8, Mac OS X Mountain 
Lion, Windows와 Mac의 초기 버전을 
포함한 Windows와 Mac 용도로 
컴파일합니다. 고속 플랫폼 호환형 
고유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HTML5 Builder를 사용해 
iOS, Blackberry, Windows Phone, 

Android용 웹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FireMonkey 및 VCL 
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Windows 8 
Style UI로 마이그레션하기 쉽습니다. 
최신 Metropolis UI에서도 최신 
Mountain Lion UI 및 Retina 지원을 
통해 여전히 Mac OS X용으로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ndows 8 WinRT 
어플리케이션은 RAD Studio의 
Embarcadero Prism을 사용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RAD Studio의 RAD Cloud with 
DataSnap을 사용하면 Windows, .NET, 
웹, 모바일 등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AD Studio 

 C++Builder XE3 
 터치 가능을 포함한 새로운 Windows 
8 UI 스타일링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듭니다. 

 Windows 8 어플리케이션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Windows 8 스타일 
및 기능을 적용합니다. 

 Visual LiveBindings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과 데이터 
세트를 연결합니다. 표현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작업을 코드로 
처리합니다. 

 HTML5 Builder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거나 
코드 작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FireMonkey 
 개발자들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데이터가 풍부한 HD와 3D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Delphi XE3 
 ISV 및 엔터프라이즈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클라우드 
지원을 포함합니다. 

 Embarcadero 
 RAD Studio   Enterprise   XE3 

•    Delphi, C++Builder, Embarcadero Prism, HTML5 Builder를 포함 
•    Windows 8 Style UI를 적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 
•  데이터에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

Windows8, Mac, Web & 모바일에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전달.

 Windows와 Mac, 웹, 모바일용 고속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Builder   Enterprise   XE3  119 - \2,288,375  

 C++Builder   Professional   XE3  132 - \  1,143,500  

 Delphi   Professional   XE3  158 - \1,220,400  

 InterBase   XE3  223 - \244,400  

 RAD Studio   Enterprise   XE3 - - \  3,416,900  

 C++Builder   Ultimate   XE3 - - \3,431,500  

 C++Builder   Architect   XE3 - - \1,288,375  

 DB Change Manager   XE2 - - \  970,900  

 DB Optimizer   XE3 - - \970,900  

 DB PowerStudio   XE3 - - \3,046,0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DBArtisan   XE3 - - \  6,098,800  

 Delphi   Enterprise   XE3 - - \ 2,440,900 

 Delphi   Ultimate   XE3 - - \3,661,300  

 Delphi   Architect   XE3 - - \  3,440,900  

 ER/Studio   XE2 - - \7,319,300  

 HTML5 Builder   XE3 - - \  365,800  

 JBuilder   Enterprise   2008 - - \ 1,830,700 

 JBuilder   Professional   2008 - - \608,500  

 RAD Studio   Professional   XE3 - - \  1,707,600  

 RAD Studio   Ultimate   XE3 - - \4,639,100  

PRODUCTS FROM  EMBARCADERO 

0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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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Studio는 신뢰성 있는 배포용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고급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를 기업 IT 팀에 제공합니다. 
AdminStudio는 자동 MSI 패키징, 
사용자 정의, 테스트, 관리 리포팅 
기능의 전체 모음을 포함합니다. 
AdminStudio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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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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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기반 리포트 센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고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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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og에서 모든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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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ional   V11.5 

•    자체 Installshield 셋업을 100% 순수 MSI 패키지로 전환 
•    SW를 Windows Vista-대비 MSI로 재패키지해주는 도구 포함 
•    신형 PackageExpert 도구로 자동 QA 테스트 작업 신속 처리 

 기업에서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Windows Vista를 포함하여 어떠한 Windows OS에도 에러 
없는 소프트웨어 전개를 위한 MSI 및 가상 패키지를 빨리 
준비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dminStudio Enterprise with Application Compatibility Pack   V11.5  10 - \ 22,287,800 

 InstallShield   Professional   2012 Spring  13 - \ 2,673,600 

 InstallAnywhere   Enterprise   2012  30 - \ 4,758,100 

 InstallShield   Premier   2012 Spring  39 - \ 5,013,900 

 InstallShield Express   2012 Spring  50   \ 723,300 

 AdminStudio   Professional   V11.5  125 - \ 8,691,600 

 AdminStudio   Standard   V11.5  198 - \ 3,899,400 

 AdminStudio   Enterprise   V11.5 - - \ 12,592,100 

 AdminStudio Complete Enterprise   V11.5 - - \ 29,197,400 

 AdminStudio Complete Professional   V11.5 - - \ 21,730,6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dminStudio Professional with Application Compatibility Pack   V11.5 - - \ 15,935,500 

 AdminStudio with Virtualization Pack   Standard   V11.5 - - \ 9,806,000 

 AdminStudio with Virtualization Pack   Professional   V11.5 - - \ 14,486,700 

 AdminStudio with Virtualization Pack   Enterprise   V11.5 - - \ 19,501,700 

 InstallAnywhere   Standard   2012 - - \ 2,114,100 

 InstallAnywhere Enterprise with Cloud Pack   2012 - - \ 7,930,800 

 InstallShield Collaboration   V11.5 - - \ 444,700 

 InstallShield with Virtualization Pack   Premier   2012 Spring - - \ 8,357,200 

 InstallShield with Virtualization Pack   Professional   2012 Spring - - \ 6,016,900 

PRODUCTS FROM  FLEXERA SOFTWARE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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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Advantage Ultimate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플랫폼 
호환 및 기기 호환형 전체 툴셋입니다. 
NetAdvantage Ultimate는 Silverlight, 
WPF, jQuery, HTML5, Reporting, 
ASP.NET, Windows Forms, Windows 
Phone, Visual Studio LightSwitch, 
Quince, ICONS, NUCLiOS(iOS), 
Iguana(Android), Indigo Studio용 
컴포넌트를 포함합니다. 

NetAdvantage Ultimate를 사용하면 
터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NetAdvantage Ultimate
는 마우스용 별도의 코드가 필요 없는 

제스처 지원 컨트롤 및 터치스크린 
입력을 포함합니다. HTML5 및 XAML 
컨트롤에서 터치 지원은 그룹화, 정렬, 
선택, 스크롤과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상호작용을 위해 더 커진 
버튼과 제스처 지원을 제공하므로 
플러그인 또는 확장자가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위해 
NetAdvantage for Silverlight는 bar, 
line, bubble, scatter, spline, radial
을 포함한 50가지 이상의 차트 유형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혁신적인 Motion 
Framework, 주제도에서 도표 지리 
공간 데이터, 게이지와 bullet 차트에서 

수집된 추가 인텔리전스를 이용해 
시간에 따라 데이터를 애니메이션화할 
수 있습니다. 

NetAdvantage Ultimate는 Windows 
8 개발이 가능한 Ignite UI(jQuery) 
및 XAML 컨트롤에서 Visual Studio 
2012 및 Windows UI 스타일 지원도 
포함합니다. NetAdvantage Reporting
을 사용하면 최종 사용자는 WPF 또는 
Windows Forms Viewer가 설치된 
데스크탑, Silverlight Viewer가 
설치된 웹, HTML5 Report Viewer를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기기에서 동일한 
리포트 내의 핵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소의 노력으로 
핵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표시하는 
매력적인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미를 위해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리포트에 출력할 항목을 필터링하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사용자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대하는 다목적성과 성능으로 
웹과 iO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ASP.NET 
컨트롤은 iPad 및 iPhone 브라우저를 
포함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호환성 
검증을 거쳤습니다. 컨트롤은 역시 터치 
방식이며 온더고(on the go) 방식으로 
데이터와 상호작용하기 쉽도록 플리킹, 
핀칭, 잡아 끌기, 줌과 같은 다양한 
제스처를 지원합니다. 툴셋은 두 가지 
그리드, 차트, 달력, 메뉴, 트리, PDF
와 XPS 내보내기, MS Excel과 MS 
Word 라이브러리, 탭, 서식 있는 편집, 
CAPTCHA, 탐색 창, 데이터 입력 
편집기 등을 포함합니다. 

 NetAdvantage Ultimate 

 xamTimeline 
 전체 컨트롤 템플릿 지원을 사용하면 
멋진 스타일링과 상호작용성을 
모두 갖춘 타임라인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 샘플 
 Shape 파일은 환자 건강 상태와 
장비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필터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특정 
보기가 가능합니다. 

 xamWebChart 
 Silverlight의 풍부한 애니메이션과 
상호작용성이 적용된 차트로 웹에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xamMap 
 잡아 끌기, 줌, 이미지 바둑판식 배열, 
마우스 오버 효과, 도구 도움말을 
통해 지리 공간 데이터를 최종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WebGauge 
 Radial 게이지는 다양한 바늘과 눈금
(inset)을 사용해 계측 다이얼, 시계 
문자판, 속도계를 시뮬레이션합니다. 

 WebDataGrid 
 평면 테이블 정보를 빠르게 표시하고 
편집할 수 있는 고성능 확장성 ASP.
NET AJAX 데이터 그리드입니다. 

 Infragistics 
 NetAdvantage Ultimate   2012 Volume 2 

•    하나의 강력한 패키지에 ASP.NET, Windows Forms, Silverlight, WPF, 
jQuery UI 컨트롤 툴셋을 포함 

•    차트 작성, 그리드, 데이터 시각화, 탐색 등과 같은 기능을 포함 

 데스크탑, 웹 또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고성능 UI 생성. 

 NetAdvantage Ultimate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고충실 라인을 빠르게 만들고 스타일로 
적용하는 유연한 고급 컨트롤을 개발자에게 제공합니다.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NET   2012 Volume 2  6   \ 1,251,800 

 NetAdvantage Ultimate   2012 Volume 2  11 - \ 1,831,700 

 Infragistics NetAdvantage Select   2012 Volume 2  16   \ 406,700 

 UltraSuite   V3.02  29 - \ 624,300 

 ActiveThreed Plus   V3.0  43 - \ 335,5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WPF   2012 Volume 2  51 - \ 961,8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Windows Forms   2012 Volume 2  61 - \ 961,8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ASP.NET   2012 Volume 2  137 - \ 961,800 

 Infragistics Ignite UI   2012 Volume 2  249 - \ 575,100 

 NetAdvantage ICONS   Software & Computing Pack   V1.0 - - \ 221,8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NetAdvantage ICONS   Manufacturing Pack   V1.0 - - \ 221,8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SharePoint   2012 Volume 2 - - \ 5,566,7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Silverlight   2012 Volume 2 - - \ 961,800 

 Infragistics NetAdvantage for Windows Phone   2012 Volume 2 - - \ 188,500 

 Infragistics NUCLiOS   2012 Volume 2 - - \ 551,700 

 Infragistics TestAdvantage for Windows Forms (for HP QuickTest Professional software)  - - \ 3,337,800 

 Infragistics TestAdvantage for Windows Forms (for IBM Rational Functional Tester)   2012 - - \ 3,337,800 

 NetAdvantage Reporting   2012 Volume 2 - - \ 1,074,900 

 Quince Pro   V1 - - \ 774,500 

 VBAssist   V5.0 - - \ 2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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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어느 InstallAware 프로젝트에서도 Microsoft App-V 패키지 구축 
•   App-V 뷰어를 통해 모든 App-V 패키지의 컨텐츠 검토 가능
•  Window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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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63 - \ 3,341,700 

 InstallAware Virtualization   V5  162 - \ 2,227,800 

 InstallAware Studio Admin   15 - - \ 5,013,3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InstallAware Developer   15 - - \ 2,505,800 

 InstallAware Express   15 -   \ 1,670,000 

PRODUCTS FROM  INSTALLAWARE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26 www.componentsource.com

© 199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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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fusion Essential Studio Enterprise
는 ASP.NET, ASP.NET MVC, Mobile 
MVC, Silverlight, WinForms, Windows 
Phone, WinRT, WPF 플랫폼을 
위한 430개 이상의 고유 컨트롤을 
포함하는 엔터프라이즈급 툴킷입니다. 
Essential Studio 는 각 개발 플랫폼이 
제공해야 하는 최상의 최적화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에 고성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컨트롤은 초기 설계부터 개발의 각 
단계에서 성능이 통합됩니다. Essential 
Studio는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UI 
개선의 신속한 구현을 도와주는 사용자 
정의 스타일도 포함합니다.

WinRT 컨트롤은 차트, 게이지, 맵, 
도표, 원형 메뉴를 비롯해 비즈니스 
분야 어플리케이션 생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Windows Store 
어플리케이션에서 Excel, Word, PDF 

문서를 읽고 쓰는 컨트롤의 고유한 
세트도 포함합니다. 모든 컨트롤은 
터치를 위해 최적화되었으며 줌, 잡아 
끌기, 선택, 두 번 두드리기, 회전, 크기 
변경과 같은 공통 제스처를 지원합니다. 
상호작용은 자연스러우며 고유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ASP.NET MVC studio의 모든 
컴포넌트는 처음부터 성능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며 매우 가볍습니다. 
컨트롤로 생성된 마크업은 매우 
투명하며 웹 표준을 준수합니다. BI Grid
는 중요한 기업 데이터를 요약, 분석, 
탐색하고 요약을 표시합니다. 데이터 
소스는 SQL Server Analysis Services
부터 Mondrian과 같은 XMLA 호환 
OLAP 데이터베이스까지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인메모리 피봇 엔진을 통해 
표준 관계형 데이터 소스에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웹 또는 Windows 개발에서는 
ASP.NET, ASP.NET MVC(HTML 
5-enhanced), Silverlight, WPF과 같은 
플랫폼별로 고유하게 개발된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sential HTML 5 Chart는 간단한 
column 차트부터 실시간 동적 차트까지 
다양한 차트 유형을 포함합니다. MVC
용 차트처럼 다양한 차트들은 고도로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고 데이터 
바인딩을 간단하게 하는 강력한 데이터 
모델을 포함합니다.  

Essential Diagram for Windows 
Forms는 Microsoft Visio와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도표를 표시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 제품은 도표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직관적인 사용자 
상호작용 모델을 제공하며 데이터 
바인딩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적 
인터페이스는 인쇄, 데이터 바인딩, 
직렬화, 자동 배치 알고리즘과 같은 
기능을 활성화하는 많은 유용한 

명령과 메소드를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렌더링은 대용량 
도표의 렌더링을 최적화합니다. 
Essential Diagram은 해당 언어로 
완벽하게 현지화할 수 있습니다.  

Essential PDF는 Adobe PDF 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NET 
라이브러리입니다. Essential PDF
는 외부 종속성이 없고 Windows 
Forms, ASP.NET, WPF, ASP.NET 
MVC, Silverlight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sential PDF 
Viewer는 Windows Forms 및 WPF 
어플리케이션에서 PDF 파일을 보고 
인쇄할 수 있는 100% 관리형 .NET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BMP, 
JPEG, PNG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 
형식으로 PDF 파일의 내보내기를 
지원합니다. 

모든 Syncfusion 라이센스는 무제한 
지원과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1년 가입을 
포함합니다. 

 Syncfusion Essential Studio Enterprise Edition 

 테마 
 Office, Modern UI 등을 포함한 
유연한 테마 지원입니다. 

 BI Grid 
 중요한 데이터를 요약, 분석, 
탐색하고 요약을 표시합니다. 

 Essential XlsIO 
 모든 .NET 플랫폼에서 표준 준수 
Excel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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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tial Grid 
 평면과 계층 데이터 소스를 모두 
지원하는 고성능 그룹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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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fusion 
 Syncfusion Essential Studio Enterprise Edition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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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80   \ 2,223,300 

 Syncfusion Essential Studio for WinRT (XAML)   V1 - - \ 221,800 

 Syncfusion Orubase   V1 - - \ 1,667,200 

Syncfusion Essential Studio WPF  2013 - - \1,108,900

Syncfusion Essential Studio Windows Phone  2013 - - \1,108,9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Syncfusion Essential Studio Windows Forms  2013 - - \1,108,900

Syncfusion Essential Studio Silverlight  2013   - - \1,108,900

Syncfusion Essential Studio Mobile MVC  2013 - - \1,108,900

Syncfusion Essential Studio ASP.NET MVC  2013 - - \1,1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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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Windows Forms 

 PDF Reflow 
 Adobe PDF 파일을 불러오고, 보며, 
편집하고, 변환합니다. 

 배경 이미지 
 이미지를 텍스트 앞 또는 뒤에 
배치하거나 이미지 상단에 투명한 
텍스트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철자 검사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빠르고 
신뢰성 있으며 정확한 철자 검사를 
추가합니다. 

 Headers and Footers 
 TX Text Control .NET의 방대한 문자 
서식은 머리글과 바닥글의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열 
 하나의 문서에 다양한 열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열의 모든 측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식 있는 텍스트 편집 
 포괄적인 WYSIWYG 워드 
프로세싱을 수분 이내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합니다. 

 Text Control 
 TX Text Control .NET for Windows Forms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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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Windows Forms   Professional   X8  60 - \ 1,280,500 

 TX Text Control ActiveX   Professional   X8  135   \ 1,280,500 

 TX Text Control ActiveX   Standard   X8  235 - \ 611,800 

 TX Text Control .NET for Windows Forms   Enterprise   X8 - - \ 2,672,400 

 TX Spell .NET for Windows Forms   3.0 - - \ 556,100 

 TX Spell .NET for WPF   3.0 - - \ 556,100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TX Text Control .NET for WPF   Enterprise   X8 - - \ 2,672,400 

 TX Text Control .NET for WPF   Professional   X8 - - \ 1,280,500 

 TX Text Control ActiveX   Enterprise   X8 - - \ 2,672,400 

 TX Text Control ActiveX Server   X8 - - \ 3,341,100 

 TX Text Control Server for ASP.NET (incl. Windows Forms)   X8 - - \ 3,341,100 

 TX Text Control Server for ASP.NET (incl. WPF)   X8 - - \ 3,341,100 

PRODUCTS FROM  TEX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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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jock Xtreme Suite Pro 

 Codejock Xtreme Suite Pro    
 Codejock Software 

 Codejock Xtreme Suite Pro는 
어플리케이션에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외관을 적용하는 정교한 컴포넌트 
세트를 Windows 개발자에게 
제공합니다.   Codejock Xtreme Suite 
Pro는 8가지 컴포넌트인 Xtreme 
CommandBars, Xtreme Docking 
Pane, Xtreme SkinFramework, 
Xtreme Property Grid, Xtreme Report 

Control, Xtreme Calendar, Xtreme 
ShortcutBar, Xtreme Task Panel을 
조합합니다. Codejock Xtreme Suite 
Pro를 이용하면, Office 스타일의 도구 
모음과 메뉴가 포함된 고도로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의 전체 세트를 통합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Office 스타일 컨트롤 
 바로가기 표시줄과 리포트 그리드를 
포함한 Office 컨트롤의 전체 세트. 

 Office 스타일 컨트롤 
 바로가기 표시줄과 리포트 그리드를 

 Visual Studio .NET Docking 
 Visual Studio .NET 스타일 
도킹 스티커를 포함해 인기 있는 
디자인과 시각적 스타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NET Docking 
 Visual Studio .NET 스타일 

 개선된 도킹 로직 
 정교한 도킹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표현하고 데스크탑을 조직하는 무한 
레이아웃 및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개선된 도킹 로직 
 정교한 도킹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    Xtreme Command Bars로 Office 2010 스타일의 리본바를 구현 

•    SkinFramework for .NET으로 어플리케이션의 테마를 쉽게 구성 

•    작업 대화상자 기능을 포함 

 Office XP~2010 및 Visual Studio .NET 
스타일의 GUI 요소를 생성.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Codejock Xtreme Suite Pro     81   \ 701,000 

 Codejock Xtreme Toolkit Pro     82   \ 701,000 

 Codejock Xtreme Controls    - - \ 166,100 

 Codejock Xtreme Calendar    - - \ 166,100 

 Codejock Xtreme Chart Pro    - - \ 255,200 

 Codejock Xtreme Command Bars    - - \ 166,100 

 Codejock Xtreme Controls    - - \ 166,100 

 Codejock Xtreme Docking Pane    - - \ 166,100 

 Codejock Xtreme Property Grid    - - \ 166,100 

 Codejock Xtreme Report Control    -   \ 166,100 

PRODUCTS FROM  CODEJOCK SOFTWARE 

 Actipro WPF Studio 

 Actipro WPF Studio   2012.2 
 Actipro Software 

 Actipro WPF Studio는 다음을 비롯해 
Actipro Software에서 출시한 모든 
WPF 컴포넌트를 포함합니다.   Actipro 
Ribbon(Office와 비슷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Actipro Wizard(마법사 
대화상자), Actipro Bar Code(바코드 
생성), Actipro Navigation(Office
와 비슷한 탐색 표시줄, Windows 
Explorer와 비슷한 탐색 창, 이동 경로 

컨트롤 등), Actipro Shared Library
(많은 유용한 컴포넌트와 기타 컨트롤), 
Actipro Gauge(원형, 선형, 디지털 
게이지 구현), Actipro Docking & MDI
(다중 문서 인터페이스에 도킹 도구).
포함된 모든 제품은 Visual Studio와 
호환되며 C#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XAML과 호환되고 XBAP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Office 스타일 리본 
 모든 Microsoft 라이센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풍부한 기능의 
리본 컨트롤 모음입니다. 

 Office 스타일 리본 
 모든 Microsoft 라이센싱 

 마법사 대화상자 
 애니메이션 페이지 전환이 있는 
마법사 대화상자를 쉽게 생성하고 
이동 옵션을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마법사 대화상자 
 애니메이션 페이지 전환이 있는 

 탐색 컨트롤 
 Outlook 탐색 표시줄, Windows 
탐색 창, 이동 경로를 포함합니다. 

 탐색 컨트롤 
 Outlook 탐색 표시줄, Windows 

•    모든 Actipro Software WPF 컴포넌트 

•    포함 항목: Gauge, Ribbon, Bar Code, Docking and MDI, Navigation, 
Wizard, WPF Shared Library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WPF)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의 모음.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Actipro WPF Studio   2012.2  62   \ 723,300 

 Actipro SyntaxEditor for WinForms   2012.2  77   \ 390,000 

 Actipro SyntaxEditor for WPF   2012.2 - - \ 444,700 

 Actipro PropertyGrid for WPF   2012.2 - - \ 166,100 

 Actipro Bar Code for WPF   2012.2 - - \ 110,300 

 Actipro Bars for WinForms   2012.2 - - \ 166,100 

 Actipro Docking & MDI for WinForms   2012.2 - - \ 166,100 

 Actipro Docking & MDI for WPF   2012.2 - - \ 221,800 

 Actipro Editors for WPF   2012.2 - - \ 110,300 

 Actipro Gauge for WPF   2012.2 - - \ 277,500 

PRODUCTS FROM  ACTIPRO SOFTWARE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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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icture.NET 

 GdPicture.NET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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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icture 이미징 SDK를은 VB 6, 
비주얼 FoxPro, 비주얼 스튜디오. 
NET, RAD 스튜디오, 마이크로 소프트 
액세스, VC + +, WinDev, RealBasic
와 PowerBuilder 등의 개발 환경의 99 
%에 통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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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기능은 area selection, Pan, Page 

로드 / FTP 및 HTTP 서버에서 
이미지를 저장  
 FTP와 HTTP 서버에서 이미지와 
PDF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드 / FTP 및 HTTP 서버에서 
이미지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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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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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7   \ 4,457,200 

 GdPicture.NET   Upgrades   9.3.3  66 - \ 2,005,700 

 GdPicture 1D Barcode Recognition Plugin   9.3.3  104 - \ 779,000 

 GdPicture Tesseract Plugin   9.3.3 - - \ 667,600 

 GdPicture.NET   Plug-Ins   9.3.3 - - \ 300,400 

 BEST   SELLER 

PRODUCTS FROM  GDPICTURE 

 FusionCharts XT Suite 

 FusionCharts XT Suite   v3.2.2 
 FusionCharts 

 FusionCharts XT Sute 은 
FusionCharts XT, PowerCharts XT, 
PowerMaps XT, FusionWidgets XT
를 포함합니다.   Pack은 Adobe F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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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sionCharts XT 는 눈길을 
끄는 대화식 Flash 차트를 제공합니다. 
FusionWidgets XT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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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개 이상의 차트 종류 및 550개 맵 지원 

•    저렴한 라이센스 비용의 개방 소스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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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FusionCharts XT Suite   v3.2.2 - - \ 556,100 

 FusionWidgets  XT  v3.2.2 - - \ 221,800 

 FusionCharts   XT for ASP and ASP.NET   v3.2.2 - - \ 221,800 

 Collabion Charts for SharePoint   V1.0 - - \ 444,700 

 FusionCharts XT for Flex   V1.3 - - \ 333,200 

 FusionCharts XT for VB   V1.0 - - \ 110,300 

 FusionMaps  XT  v3.2.2 - - \ 221,800 

 FusionMaps XT for Flex   V1.0 - - \ 333,200 

 PowerCharts  XT  v3.2.2 - - \ 221,800 

PRODUCTS FROM  FUSIONCHARTS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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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Suite including UltraEdit 

 UltraSuite including UltraEdit    
 IDM Computer Solutions 

 UltraSuite는 컴퓨팅을 간소화하고 
간편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일의 
생성과 수정부터 저장, 폐기, 삭제까지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UltraSuite는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합니다.

UltraEdit는 IT 전문가용 go-to 
편집기입니다. UltraEdit는 거의 모든 
언어로 프로그래밍과 코딩, 대용량 
파일 조작, 데이터 정렬, 텍스트 레코드 
서식, 원격(FTP/SFTP) 파일 조작을 
포함합니다.

UltraSentry는 최고의 보호가 필요한 
가장 민감한 파일과 폴더를 잠그고 

암호화해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또한 물리적 및 법의학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오래되거나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합니다.

UltraCompare는 텍스트 비교, 이진 
파일 비교, 비교 파일의 차이를 
병합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UltraFinder는 파일을 어디서나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빠르고 가벼운 
Windows 어플리케이션입니다. 

  UltraCompare
 텍스트 파일, 폴더, Word 문서, PDF 
문서 및 zip/rar/jar 아카이브까지도 
비교합니다. 

  UltraCompare
 텍스트 파일, 폴더, Word 문서, PDF 

  UltraEdit
 수백 개 소스 언어의 구문 색상 강조, 
HTML과 XML 태그 일치, 매크로, 
스크립팅, FTP와 열 편집. 

  UltraEdit
 수백 개 소스 언어의 구문 색상 강조, 

  UltraFinder
 파일, 단어, 문자열, 중복을 수초 
이내에 찾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공유된 네트워크 볼륨 또는 탈착 
가능한 드라이브에서 찾습니다. 

  UltraFinder
 파일, 단어, 문자열, 중복을 수초 

•    프로그래머용 고급 PHP, Perl, Java, JavaScript 편집기 

•    파싱된 XML 트리 보기의 XML Manager 

•    철자 검사기 및 80개 이상의 언어로 현지화 지원 

 중요한 데이터와 파일을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UltraSuite including UltraEdit - - \376,600  

UltraEdit  v18.20 - - \66,800

UltraSuite including UltraEdit Concurrent - - \501,400

UltraEdit  v18.20 Educational - - \50,100

PRODUCTS FROM  IDM COMPUTER SOLUTIONS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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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s
를 표현하는 다양한 보기로 약속과 
약속 대상을 표시합니다. 

 Janus Schedule Control for .NET 
 Days, WorkWeeks, Weeks, Months

 리본 컴포넌트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는 
리본 컨트롤을 포함합니다. 

 리본 컴포넌트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는 

•    리본, 그리드, 캘린더 뷰, 타임라인 및 빨리가기 모음 포함 

•    모든 컨트롤을 위한 Office 2010 비쥬얼 스타일 

•    계층형 분류 + 필터 기능을 개선된 성능으로 지원 

 .NET 어플리케이션에 Outlook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를 추가.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Janus WinForms Controls Suite   v4  38   \ 987,300 

 Janus GridEX for .NET   v4  122   \ 543,000 

 Janus Web ASP.NET Server Controls Suite   V3.0  186 - \ 765,100 

 Janus GridEX   2000b  200   \ 365,400 

 Janus UI Controls for .NET   v4 -   \ 543,000 

 Janus Schedule and Timeline Controls for .NET   v4 - - \ 543,000 

 NEW   RELEASE 

PRODUCTS FROM  JANUS SYSTEMS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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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TOOLS Medical Imaging SDK 

 LEADTOOLS Medical Imaging SDK   18 
 LEAD Technologies 

 LEADTOOLS Medical Imaging SDK
는 포괄적인 DICOM 데이터 세트 지원, 
8-16비트 확장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 
지원, 이미지 주석, window level과 
LUT 처리 같은 특화된 확장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 표시, 특화된 의료 
이미지 처리를 포함합니다.    

LEADTOOLS Medical Imaging SDK 

프로그래머를 사용하여 CT & MR 
스캐너와 같은 디지털 이미지 형식의 
의료 영상에 접속 합니다. 

이러한 크로스 제품으로 포인트와 
분도기, 의료 파일의 측정 허용 및 마크 
업등, 50 개 이상의 의료 특정 주석 
객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ICOM 파일 규격 
 최신 DICOM 파일 형식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DICOM 파일 규격 
 최신 DICOM 파일 형식을 완벽하게 

 고수준/저수준 파일 정보 
 DICOM 데이터를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고수준/저수준 파일 정보 
 DICOM 데이터를 쉽게 탐색할 수 

 DICOM VR 테이블 
 모든 DICOM 파일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DICOM VR 테이블 
 모든 DICOM 파일의 설정을 편집할 

•    포괄적인 전체 DICOM 데이터 세트 지원 

•    의료 영상 분야의 거의 모든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고품질의 강력하고 
익숙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 

 의료 영상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LEADTOOLS PACS Imaging SDK   17.5  26 - \ 8,701,000 

 LEADTOOLS Document Imaging Suite SDK   17.5  69 - \ 5,436,100 

 LEADTOOLS Imaging Pro SDK   17.5  74   \ 1,082,900 

 LEADTOOLS Medical Imaging SDK   18 - - \ 5,436,100 

 LEADTOOLS 1D Barcode Module   17.5 - - \ 756,400 

 LEADTOOLS Advanced PDF Plug In   17.5 - - \ 2,171,200 

 LEADTOOLS Document HTML5 Module   17.5 - - \ 3,803,600 

 LEADTOOLS Document Imaging SDK   17.5 -   \ 2,715,300 

 LEADTOOLS Medical HTML5 Module   17.5 - - \ 6,524,400 

 LEADTOOLS Multimedia SDK   17.5 -   \ 1,082,900 

PRODUCTS FROM  LEAD TECHNOLOGIES 

 Nalpeiron Software Analytics Service Standard 

 Nalpeiron Software Analytics Service Standard    
 Nalpeiron 

 Nalpeiron Software Analytics는 원시 
통계가 아닌 상세한 최신 Business 
Intelligence를 제공합니다.   기업 
IT 전문가는 IP를 보호하면서 내부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추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률, 오류, 채택 
데이터는 리소스 사용을 개선하고, 
오류율을 줄이며,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직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 및 
사용자 만족 수준 향상을 도와줍니다. 
ISV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에 엔지니어링 노력을 집중하고, 
마케팅 효과를 높이며, 사용자 채택을 
유도하도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기능에 리소스를 
집중하려면 제품 사용률의 상세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마케팅 부서는 변환을 
유도하고 제품 마케팅 통찰력을 높이며 
영업 전략에 기초해 파트너, 지역, 
제품을 계획하도록 유용한 잠재 고객과 
추이를 영업 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Nalpeiron Software Analytics는 가입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기업 고객은 사설 클라우드 또는 기업 
IT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구내 설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포팅 기능 
 소프트웨어 기능의 최종 사용자 
사용률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합니다. 

 리포팅 기능 
 소프트웨어 기능의 최종 사용자 

 하드웨어 프로파일링 
 신제품 엔지니어링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 구성을 얻습니다. 

 하드웨어 프로파일링 
 신제품 엔지니어링을 목표로 하는 

 유연한 추적 
 사용자, 사용 제품, 기능, 사용률, 
채택, 위치를 추적합니다. 

 유연한 추적 
 사용자, 사용 제품, 기능, 사용률, 

•    사용자의 인터랙션 및 사용에 대한 모든 필수 요소들을 손쉽게 포착 

•    유용한 차트, 보고서 및 데이터시트의 실시간 분석 데이터 

•   미가공 통계가 아닌 세부적이고 최신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분석, 런타임 인텔리전스, 제품 
사용률 파악.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Nalpeiron Software Analytics Service Standard - - \ 1,631,400 

 Nalpeiron Software Analytics Service PRO    - - \3,342,200

Nalpeiron Software Analytics Service PRO+     - - \5,571,100  

 NEW   RELEASE 

PRODUCTS FROM  NALPEIRON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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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ron Diagram for .NET 

 Nevron Diagram for .NET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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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작성 프레임워크 
 대화형 순서도, 도표, 맵을 표시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고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도표 작성 프레임워크 
 대화형 순서도, 도표, 맵을 표시해야 

 설계도 
 도면 내용 수치의 정의에 미터, 
영국식, 화소 단위를 사용합니다. 

 설계도 
 도면 내용 수치의 정의에 미터, 

 순서도 
 Nevron Diagram for .NET을 
사용하면 2D 형상의 순서도, 그래프 
가장자리의 포트, 필터 기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순서도 
 Nevron Diagram for .NET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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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962,600 

 Nevron 3DChart   V7.1  234 - \ 746,000 

 Nevron Chart for .NET   Enterprise     247   \ 962,600 

 Nevron .NET Vision   Professional    - - \ 1,070,800 

 Nevron .NET Vision   Enterprise    - - \ 1,720,500 

 Nevron Chart for .NET   Lite    - - \ 323,700 

 Nevron Chart for .NET   Professional    -   \ 637,700 

 Nevron Chart for Reporting Services    - - \ 962,600 

 Nevron Chart for SharePoint    - - \ 1,341,500 

 Nevron Diagram for .NET   Professional    - - \ 637,700 

PRODUCTS FROM  NEVRON 

 Studio FX Premium Subscription 

 Studio FX Premium Subscription    
 Software FX 

 Studio FX Subscription은 .NET, 
Java, COM, SharePoint, 모바일 기기 
제품을 포함해 개발자를 위한 전체 
라인의 Software FX 데이터 시각화 
제품에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품인 Chart FX
(.NET/Java/WPF/COM), Gauges
(.NET), Extensions(.NET), Grid FX
(.NET), Personal VTC(SharePoint), 

PowerGadgets(PowerShell)를 
포함합니다.

Studio FX Subscription은 1년간 
업그레이드, 서비스 팩, 신제품에 
액세스, 우선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Windows Forms, WPF, COM, Java를 
포함한 데스크탑 제품의 배포 권리도 
포함합니다. 

 줌 스크롤바 
 강조 표시된 영역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끌고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줌 스크롤바 
 강조 표시된 영역은 왼쪽과 

 도구 도움말 
 차트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도구 도움말 
 차트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상세 

 도구 모음 
 차트 도구 모음은 특정 요구를 
충족하도록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차트 도구 모음은 특정 요구를 

•    하나의 패키지에 담긴 모든 Software FX 제품 

•    클라이언트, 서버,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최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컴포넌트를 제공 

 Java, ASP.NET, Windows Forms, WPF, COM, 
PowerShell용 데이터 시각화 제품. 

제품 톱 250 리뷰 가격

 Studio FX Premium Subscription     83 - \ 1,413,700 

 Chart FX 7     90 - \ 3,163,900 

 Chart FX for COM   V6.2  103 - \ 2,175,500 

 Chart FX 7   Extension Pack     217 - \ 1,631,400 

 Chart FX 7 for Java    - - \ 4,746,400 

 Chart FX 7 for Java Desktop    - - \ 2,066,700 

 Chart FX for .NET   V6.2 -   \ 2,847,400 

 Chart FX for .NET   Extension Pack   V6.2 -   \ 1,581,400 

 Chart FX for Java 6.5   V6.5 - - \ 4,746,400 

 Chart FX for Reporting Services   V7.0 - - \ 948,400 

PRODUCTS FROM  SOFTWARE FX 

한국어 무료 통화:  00798 14 800 6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