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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급 업체
300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처와 판매 

계약을 맺은 공인 디스트리뷰터로서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라이선스 개요, 업그레이드, 갱신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세요? 전화, 이메일 또는 

라이브 채팅을 통해 한국어로 문의 하세요. 

전세계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기업,
정부 그리고 리셀러에 850,000 

이상의 엄선된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고객 서비스 20 년 이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Issue #10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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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 상거래 (Internet E-
Commerce)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대금 지불프로세싱을 추가 합니다. 주요 인터넷 지

불 게이트웨이 통해 Credit Card and Electronic

Check (ACH) 프로세싱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암호화 및 해독 파일 및 이메일
(Encrypt and Decrypt Files and
Emails)

주요 암호화 표준을 통해 강력한 암호화를쉽게구

현 합니다. 기능에는 암호화 및 암호 해독, 보안 메

시지 해시, 서명 및 서명유효성 인증및 디지털 인

증서 생성이 포함됩니다.

SSH 연결 보안
Internet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Secure Shell (SSH)

보안을 통합 합니다. IP*Works! SSH는 SSH지원

클라이언트,강력한 SSH 암호화 및 고급 암호기법

을 지원하는 서버 및 프록시컴포넌트를 포함합니

다.

/n software Red Carpet Subscription
포괄적인 인터넷 콤포넌트 세트. 모든 프로토콜,모든플랫폼,모든 IDE.

제작사: /n software | 카테고리: 통신 & 메시징 |

FTP에서 IMAP, SNMP, SSL 및 SSH 보안, S/MIME 암호화, Digital Certificates, Credit Card Processing, ZIP 압축, Shipping 및 Tracking,

및 e-business (EDI) 거래에 이르는 모든 주요한 프로토콜을 위한 콤포넌트.

Enterprise
Partner

Top 10
개발처

Top 25
제품

가격￦ 1,669,300
www.componentsource.com/nsoftware-red-carpet-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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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ose.Words for .NET

귀하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직접 광범위한문서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고급 클래스

라이브러리입니다. DOC, OOXML, RTF, HTML,

OpenDocument, PDF, XPS, EPUB 기타다른 많은

포맷을 지원합니다.

Aspose.PDF for .NET

귀하의 애플리케이션이 Adobe Acrobat를 사용하

지 않고 기존의 PDF 문서를 읽고, 쓰고,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양식을 만들고 PDF 문서에 포함

되어 있는 양식 필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spose.Cells for .NET

Microsoft Excel을 서버에 설치하지 않고도 .NET 애

플리케이션이 Excel 스프레드시트를작성, 수정, 변

환, 렌더링 및 인쇄할 수 있게 합니다. XLS, XLSX,

XLSM, XLTX/XLTM, HTML, CSV, ODS, PDF 등을

지원합니다.

Aspose.Total for .NET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파일 열람, 작성, 변화, 인쇄,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작사: Aspose | 카테고리: 문서 & 텍스트 처리 |

Aspose.Total for .NET은 Aspose가제공하는모든 .NET컴포넌트의 모음입니다. 이를 통해 Excel, Word, PowerPoint, Project, OneNote,

Outlook, Visio 및 PDF파일 포맷과작업하는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있습니다.

Enterprise
Partner

#3
개발처

Top 10
제품

가격￦ 3,196,100
www.componentsource.com/aspose-tot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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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서식화
Aspose.Cells for .NET은 귀하에게고급 서식 기능

을 제공함으로써귀하의데이터가 어떻게표시되

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컨트롤을제공합니다. 워크

시트, 행, 열 또는 셀에개별적인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
Aspose.Cells for .NET는 XLS, XLSX, XLSM,

XLSB, XLTX, XLTM, CSV, SpreadsheetML및

ODS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또한 Excel 파일을
PDF, XPS, HTML, MHTML, TIFF, JPG, PNG,

BMP 및 SVG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고급 기능
스트림에서 또 스트림으로 Excel 파일을 저장하고

오픈하며,생성된아웃풋을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에전송하며쉽게 스프레드시트에서 수식, 이미지

및 차트를 가져옵니다.

Aspose.Cells for .NET
귀하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조작하고 변환합니다.

제작사: Aspose | 카테고리: 스프레드시트 |

.NET용 Aspose.Cells는 .NET 애플리케이션이 Microsoft Excel을 서버에 설치할 필요 없이 Excel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수정, 변환, 렌더링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Enterprise
Partner

#3
개발처

Top 50
제품

가격￦ 1,064,700
www.componentsource.com/aspose-cell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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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데이터에 연결하기
이 드라이버는 String, Date 및 열 값을 원하는 결과

로 조작할 수 있는 Numeric을 포함하는 50개 이상

의기능 라이브러리를 포함합니다. 인기있는 예로

Regex, JSON 및 XML프로세스기능을들 수 있습

니다.

Office 도구에서 연결하기
Microsoft Excel, PowerPivot, 또는Word와 같이

ODBC를 통해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애

플리케이션은,실시간 데이터에 연결하는 ODBC

Drivers를 활용할 수 있으며, Mail Merge와 같은 강

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ODBC를통한데이터 읽기 및 쓰기
CData ODBC Driver Subscription은 Apache

HBase, Azure Table, Gmail, Google Sheets,

MailChimp, Microsoft Dynamics, SharePoint,

SQLite, Sugar CRM 및 YouTube Analytics을 포

함, 75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포함 합니다.

CData ODBC Driver Subscription
훨씬 더 간편해진 데이터 연결하기.

제작사: CData Software | 카테고리: 데이터 접속

CData ODBC Driver Subscription은 표준 ODBC 연결을 통한 데스크톱 PC에서 라이브 SaaS Apps, NoSQL 및 Big Data에 접속합니다.

Enterprise
Partner

Top 10
개발처

가격￦ 425,200
www.componentsource.com/cdata-odbc-driver-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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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UI 컨트롤
기존 WinForms 및 WPF 투자를 활용하고, 데스크

톱, 높은 DPI 모니터 및 터치-퍼스트 Windows 장치

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빌드하십시오.

레포팅 & 분석
완전하게 통합된 UI 컨트롤 세트, 레포팅 도구 및

대시보드를 통해 플랫폼 및 장치 전반에 걸쳐 고성

능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및 분석 대시 보드를 생

성합니다.

웹 UI 컨트롤
ASP.NET, MVC, Angular 및 React 용 DevExpress

콤포넌트를 통해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 기반 비즈니스 생산

성 응용 프로그램의 UI를 에뮬레이션합니다.

DevExpress Universal
하나의 통합된 서브스크립션에 모든 DevExpress Visual Studio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제작사: DevExpress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차트, 데이터 그리드, 스프레드시트, 달력, 스케줄러, 다이어그램, 탐색, 텍스트 편집기, PDF, 지도, 계기(gauges), 타일 및 데이터 편집기
를 포함합니다. ASP.NET WebForms & MVC, WinForms, WPF, Windows 10과 HTML5/JS를 지원합니다.

Enterprise
Partner

#1
개발처

#1
제품

가격￦ 2,296,700
www.componentsource.com/devexpress-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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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및 피벗 그리드
데이터를 가장 간결하고 읽을 수 있는 시각적 표현

으로 변환합니다. DevExtreme Analytics 위젯은 완

벽하게 최적화된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 엔진

과 함께 제공되어 최종 사용자의 성능 기대치를 충

족 또는 초과하는 솔루션을 빌드 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 및 탐색
DevExtreme Scheduling 위젯은 미리 빌드된 4가지

보기 (Day, Week, Work Week 및 Month)와 함께 제

공됩니다. 사용자는 통합 달력 보기 선택기를 통해

각 뷰를 신속하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트리 및 에디터
놀랍도록 빠른 속도를 가진 DevExtreme Data Grid

는 최종 사용자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정보

를 쉽게 관리하고 온-스크린에 표시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풍부한 데이터 형성 및 편집 클라이언

트-사이드 위젯입니다.

DevExtreme
차세대 앱 개발을 위한 고성능 HTML5/JavaScript 대응 위젯입니다.

제작사: DevExpress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JavaScript 및 Visual Studio IDE에 대한 익숙한 지식을 바탕으로 iOS, Android 및 Windows Phone에서 실행되는 스토어에 올려진 앱을
제작하십시오. 그리드, 차트, 트리리스트, 맵, 양식, 스케줄러 이상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nterprise
Partner

#1
개발처

Top 50
제품

가격￦ 522,000
www.componentsource.com/devext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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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플랫폼레포트뷰어 (Multi-
Platform Report Viewers)

귀하의 HTML5, WPF, WinForms 또는 ASP.NET

MVC애플리케이션에 완전하게사용자지정이 가

능한 뷰어를 임베드합니다. PDF, Excel, Word 및

다른 내보내기 형식을 통해다른 프로그램에서레

포트 출력 열기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모든 레포트형식
ActiveReports는 개발자들이회계, 분석, 예산, 위

험 분석, 과학, 달력, 스코어 카드, 보험, 건강 관리,

임상, 주식 분석및개발자들의애플케이션을 위한

다른 비즈니스레포트를 디자인하도록 돕습니다.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최종사용자
디자이너
귀하의WinForms애플리케이션에 레포트 디자인

환경을 임베드하세요. 이는 최종 사용자가 코드가

없는 임시 레포팅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만의 레포

트를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ActiveReports
레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한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제작사: GrapeCity | 카테고리: 리포팅 |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디자인, 사용자 지정, 게시 및 열람합니다. 단순한 인보이스에서 복잡한 통계 데이터 시각화에 이르
는 모든 것을 만들고,최종 사용자가 그들 스스로 레포트를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nterprise
Partner

#2
개발처

#3
제품

가격￦ 1,704,100
www.componentsource.com/activereports-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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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데이터 시각화
차트, Gantt뷰, 피벗 테이블, 게이지, 지도또는

Sparklines사용여부를 불문하

고, ComponentOne Studio의 데이터 시각화 컨트

롤은 큰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고,전문적인 디자인

으로 귀하의 사용자를 감동시킵니다.

업계선도적그리드 (Industry
Leading Grid)

업계를선도하는유연한 데이터 그리드인 FlexGrid

로, 정렬, 그룹화, 필터링, 셀 병합, 열 고정 및 Excel

로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를 수행합니다. 단일의

경량그리드컨트롤에,강력함과 유연성, 속도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용자 상호 작용
UI 및탐색용 컨트롤 세트는 대화형의여러양식과

함께 정보의 객관적인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메뉴 및 도구 모음을 편집, 정렬, 삭제, 빌드하고, 다

듬어진 UI를 만들때 테마를 쉽게 적용합니다.

ComponentOne Studio Enterprise
모바일, 웹 및 데스크톱을 위한, 수상 경력을 가진 강력한 .NET UI 컨트롤의 완전한 컬렉션.

제작사: GrapeCity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격자, 데이터 관리, 데이터 시각화, 보고, 문서, 일정, 입력, 편집, 탐색, 레이아웃 및 유틸리티를 포함 합니다. WinForms, WPF, UWP,

ASP.NET MVC, ActiveX, LightSwitch, Silverlight, ASP.NET Web Forms를 서포트합니다.

Enterprise
Partner

#2
개발처

Top 10
제품

가격￦ 1,593,300
www.componentsource.com/componentone-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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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디스플레이 및 시각화
SpreadJS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데이터트렌드

를 써머리 할수 있는 스파크를 포함합니다. 또한

조건부 서식 지정으로성과 지표, 데이터 막대, 색

조그리고그 이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JavaScript 스프레드시트
수식 엔진, 정렬, 필터링, 입력 컨트롤, 스파크라인

및 네이티브 Excel 파일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와 같

은 기능으로 Microsoft Excel과 같이데이터를표시

및관리합니다. SpreadJS는 속도를 위해최적화되

어있습니다.

함수 &계산 엔진
300개의기본 제공함수에서선택하여 이를개별

셀, 행/열 또는 전체 시트에 적용합니다. 또한 쉽게

Excel과 같은 수식 텍스트 상자를시트에추가할

수 있습니다.

SpreadJS
엔터프라이즈 JavaScript스프레드시트 및데이터 프레젠테이션 컴포넌트 입니다.

제작사: GrapeCity | 카테고리: 스프레드시트

SpreadJS에는 Web용 데이터 뷰, 수치 모델, 양식, 대시보드, 리포트 작성이 가능한 강력한 JavaScript 스프레드시트와 그리드 컴포넌트
가 포함됩니다.

Enterprise
Partner

#2
개발처

Top 100
제품

가격￦ 1,597,500
www.componentsource.com/spread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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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없는 프로토타입 (Code-free
Prototyping)

Indigo Studio는 - 코드의 첫 번째 라인이 작성되기

전에 -디자이너, 개발자, 제품 관리자 및 사용자가

현실적인 프로토타입을 신속하게 공동 작성 및 테

스트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모든 장치에서 사용하는 모던한 웹
데스크탑, 태블릿 또는 폰에서모던한 브라우저 경

험을빌드하도록 돕는 HTML및 JavaScript 툴킷.

AngularJS directives, Angular Components및

Bootstrap서포트와 함께 반응이 빠른애플리케이

션을만듭니다.

개발
데스크탑, Web, 모바일및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

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

도록 구축된 UX & UI툴. Ultimate은 이제

ReportPlus Embedded를 포함하며, 이로써 귀하의

다음 애플리케이션에 강력한 분석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Infragistics Ultimate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공정을 가속화하는 UX & UI 툴.

제작사: Infragistics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수백 개의 UI 컨트롤에는 차트, 그리드 및 MS Office-호환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SP.NET & MVC, JavaScript, Windows

Forms, WPF, Xamarin, Android 및 iOS를 서포트합니다. 또한 프로토타입, 사용성 테스트 및 데이터 시각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nterprise
Partner

#4
개발처

Top 25
제품

가격￦ 2,126,100
www.componentsource.com/infragistics-ul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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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관리자
The Ignite UI for Angular Layout Directive는 개발

자가 적용된 컨테이너의 하위 컨테이너에 대한 레

이아웃 방향을 지정 할 수 있게 합니다. 줄 바꿈, 양

쪽 맞춤 및 정렬을 위한 컨트롤로 레이아웃이 세로

또는 가로 방향으로 플로우 될 수 있습니다.

Native Angular Calendar

Ignite UI for Angular Calendar 콤포넌트는 응용 프

로그램에 날짜 정보를 표시하는 쉽고 직관적인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날짜, 여

러 날짜를 선택하거나 일정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Flexible Angular Grid

기능에는 필터링, 정렬, 페이징, 템플릿, 이동식 열

과 데이터 편집 및 업데이트 기능이 포함됩니다. 사

용자 작업은 이해하기 쉬우며 프로그래밍 방식으

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Infragistics Ignite UI for Angular
30개 이상의 Material-기반 Angular 콤포넌트로 Web 앱을 보다 빠르게 빌드 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 Infragistics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고성능의 대용량 데이터 시나리오를 위해 설계되고 최적화된 Angular 그리드, 목록, 데이터 입력, 데이터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알림, 메
뉴 및 일정 콤포넌트를 포함합니다.

Enterprise
Partner

#4
개발처

가격￦ 740,700
www.componentsource.com/infragistics-ignite-ui-for-an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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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HTML5 and ASP.NET
MVC

JavaScript/HTML5 for Angular 및 React 프레임워

크에서 고성능, 응답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합

니다. ASP.NET MVC 서버-사이드 래퍼로가장 까

다로운 웹애플리케이션에서 점프 스타트 할 수 있

습니다.

터치 친화적인 WPF 컨트롤
개발 시간을 단축 하면서 마켓에 데스크톱 및 터치

스크린 장치를 위한 모던하고매력적인 애플리케

이션을 제공합니다. 빠른 데이터 그리드, 차트, 동

적 데이터 시각화,스케줄링,스타일 및 테마를 포

함합니다.

네이티브 모바일 컨트롤
Infragistics mobile iOS 및 Android 컨트롤은 귀하가

높은 비주얼, 완전히네이티브인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

트롤은 경량이며,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

응이 빠르고, 우수한유연성을제공합니다.

Infragistics Professional
기능적이고 스타일리쉬한 Enterprise용 애플리케이션을빌드합니다.

제작사: Infragistics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모든 브라우저,장치 및 플랫폼 개발이 가능한 UI 컴포넌트의 강력한 스위트 제품을 통해 성능 향상, 용이성, 스타일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UI 컨트롤에는 그리드, 차트, 지도 및 MS Office-호환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nterprise
Partner

#4
개발처

Top 10
제품

가격￦ 1,593,300
www.componentsource.com/infragistics-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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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성능 (Fast Performance)

빠른 데이터 시각화가 가장 큰 실시간 스트리밍 데

이터세트와 함께 강력한 성능을제공합니다. 품질

이나 프레임 속도를 희생하지 않고도 수 십만의 데

이터 포인트를 시각화합니다.

시간 절약 생산성 팩 (Time-Saving
Productivity Pack)

템플릿, 코드 조각, 구성기, 광범위한 문서 등의

Xamarin Productivity Pack을 포함합니다. 혁신 및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딩을 간

소화 합니다.

애니메이션화된전환 (Animated
Transitions)

애니메이션화된데이터 포인트의움직임 및방향

에 따라 18개의다른 애니메이션화된전환을선택

합니다. 전환은아코디언,값의 중간점에서 확장, 0

값,측면에서 쓸기(sweep) 등을 포함합니다.

Infragistics Ultimate UI for Xamarin
빠르고, 아름다우며,크로스-플랫폼이 가능한 모바일앱을 만듭니다.

제작사: Infragistics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코드-공유 및 놀라운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45개 이상의 Xamarin.iOS, Xamarin.Android, and Xamarin.Forms 네이티브 컨트롤을 포함합
니다. 그리드, 비즈니스 차트 (막대, 열, 원형, 지역), 금융 및 스파크라인 차트, 계기 및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Enterprise
Partner

#4
개발처

가격￦ 851,500
www.componentsource.com/infragistics-ultimate-ui-for-xa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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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저장 브릿지
Windows Store에 귀하의 Win32, Win64, 및 .NET

Apps을 집어 넣습니다. InstallAware의 새로운

Universal Windows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유형을

사용하여 귀하의 모든 기존 네이티브 및 관리된 애

플리케이션을 Windows Store에 연결하세요.

최신 기술 서포트
InstallAware는 이제 Windows 10, Visual Studio

2017. Windows Taskbar에 인스톨레이션을 디스플

레이하고, 신규 Windows 10 Start Menu Live Tiles

에 애플리케이션을 고정(pin)하세요.

SNS에 포스팅하기
귀하의 셋업이 최종 사용자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SNS 자격 증명을 위해 쿼리 합니다.

인스톨을 계속하기 전에 Twitter에 Tweet하고

Facebook에서 Share하세요.

InstallAware Studio Admin
웹 기반 자동화 인터페이스를 가진 강력한 소프트웨어 설치 솔루션 입니다.

제작사: InstallAware | 카테고리: 릴리스 자동화 & 관리

InstallAware Studio Admin는 진정한 Windows Installer 빠른 개발 생산성의 장점을 제공하는 Windows 용 소프트웨어 설치 솔루션입니다.

Enterprise
Partner

Top 50
개발처

가격￦ 4,261,800
www.componentsource.com/installaware-studio-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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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MSI 사용자 지정
InstallAware 셋업은 어떤 종속성도 없으며 스크립

팅 런타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Windows Installer

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셋업을 완전하게 사

용자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HA 256 코드 서명
InstallAware는 파일이 개별로 서명되는지, 두배로

서명되는지 혹은 스킵되는지를 결정하는 스마트한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모든 서명은 Microsoft의

코드 서명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동으로 작용됩

니다.

보다 빠른, 더 신뢰할 수 있는 인스
톨
Native Code Setup Engine과 함께 제공되는, 더 빠

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Windows Installer의 대체

제입니다. InstantInstall Acceleration이 있는 Native

Engine은 중요도에 있어 보다 빠른 Windows

Installer를 제공합니다.

InstallAware Studio
최신 기술을 서포트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설치 솔루션.

제작사: InstallAware | 카테고리: 릴리스 자동화 & 관리

최신 기술을 지원하며, 진정한 Windows Installer 빠른 개발 생산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다른 셋업 솔루션의 가파른 학습 곡선 없이, 신
속한 셋업 개발을 위한 MSIcode 스크립팅이 가능합니다.

Enterprise
Partner

Top 50
개발처

가격￦ 2,130,400
www.componentsource.com/installaware-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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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모의 프레임워크
Telerik JustMock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웹 서

비스 호출 또는 독점 코드와 같은 외부 종속성에 구

애받지 않고 모의 객체를 만들고 기대치를 설정하

는 것이 보다 손쉬워집니다.

.NET Reporting Made Easy

Telerik Reporting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아름다우

며, 재사용이 가능한 대화형 레포트 - 가볍고 기능

이 완벽한 레포팅 솔루션이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열람하고 또 내보낼 수 있습니

다.

Excel로 그리드 내보내기
Kendo UI 그리드는 서버에 구애받지 않는 클라이

언트 Excel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excelExport 이벤트를 인터셉트하여 내보내기 한

파일의 행/열과 셀을 사용자 지정 할 수 있습니다.

Telerik DevCraft Complete
모든 플랫폼을 위한 모던한 고성능 앱을 신속하게 빌드합니다.

제작사: Progress Telerik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모든 웹, 데스크톱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매끄럽고 빠르고 일관된 UI로 .NET 및 JavaScript 앱을 빌드합니다. 모형 만들기(mocking) 및 레
포팅 기능을 포함하고, Priority Support를 제공합니다.

Enterprise
Partner

가격￦ 1,564,900
www.componentsource.com/telerik-devcraft-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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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JS Charts

Kendo UI Chart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차트

를 포함합니다. 차트는 JavaScript를 통해 완벽하게

렌더링되어 서버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앱 성능

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HTML5 스케줄러
Kendo UI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약속을 쉽게 스케

줄링, 표시 및 편집 할 수 있습니다. 일, 주, 월, 타임

라인 및 목록 보기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HTML5/JS 그리드 위젯
Kendo UI의 응답/적응형 HTML5 그리드 위젯은 데

이터 필터링 및 정렬에서 페이지 번호매기기 및 계

층적 데이터 그룹화와 같은 고급 기능에 이르는

100개 이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Kendo UI
응답형 웹 및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JavaScript, HTML5 UI 위젯.

제작사: Progress Telerik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70개 이상의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UI 콤포넌트를 포함하고, jQuery, Angular, React 또는 Vue와 같은 개발자가 선택한 프레임워크를 사용
하는 고품질의 고성능 응답형 웹 앱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완벽한 JavaScript UI 콤포넌트 라이브러리입니다.

Enterprise
Partner

가격￦ 938,500
www.componentsource.com/kend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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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Controls

Enterprise Web 개발을 위한 HTML5 및 JavaScript

컴포넌트의 포괄적인세트 입니다. Grid, Chart,

Gantt, Diagram, Spreadsheet, Schedule, Pivot

Grid 등과 같은 여러 복합 위젯을 포함합니다.

WPF Controls

모던한 Desktop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기 위한

100개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등급 WPF 컴포넌트를

포함합니다. WPF및터치 친화적인컴포넌트를 사

용하여 쉽게 Windows 10 스타일의 터치 애플리케

이션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개발
Essential Studio Enterprise는 Xamarin.Forms,

Xamarin.iOS 및 Xamarin.Android개발을 위한 50

개 이상의 컨트롤과함께 제공 됩니다. Excel, Word

및 PDF 조작 컨트롤, 데이터그리드및 차트를 포

함합니다.

Syncfusion Essential Studio Enterprise
완전한 .NET & JavaScript 컨트롤 세트로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작사: Syncfusion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Windows Forms, WPF, ASP.NET MVC, ASP.NET Web Forms, LightSwitch, Silverlight, iOS, Android, Windows Phone, Xamarin,

JavaScript 및 UWP에 걸쳐 800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포함합니다. 로열티, 실행 시간 또는 서버 배포 비용이 없습니다.

Enterprise
Partner

Top 25
개발처

Top 50
제품

가격￦ 2,126,100
www.componentsource.com/syncfusion-essential-studio-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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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파일 읽기/쓰기
Essential XlsIO는 Microsoft Excel 파일을읽고 쓸

수 있는라이브러리입니다. 이는 포괄적인 API를

포함하고, 외부 종속성이 없으며, Excel을 설치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차트유형만들기
Chart 컨트롤은선형 차트에서전문화된 금융 차트

에 이르는 20개 이상의 차트유형을 만들수 있습니

다. 차트 컨트롤의 풍부한 기능의세트는 데이터 바

인딩,복수의축, 트랙볼, 도구 설명및 확대/축소와

같은 기능을 포함 합니다.

Essential DataGrid for Xamarin

Xamarin 플랫폼에서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도록 구

축된 그리드컴포넌트. 응답이 빠른 터치, 100,000

개의레코드스크롤을 제공하며 그룹화, 정렬 및 필

터링 등의 고급 기능을 포함합니다.

Syncfusion Essential Studio for Xamarin
Xamarin.iOS, Xamarin.Android & Xamarin.Forms를 위한 Comprehensive 컴포넌트 세트.

제작사: Syncfusion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90개 이상의 컴포넌트는 차트, 게이지, 데이터그리드, 트리 지도, Excel, Word, PDF, 데이터 입력, 자동 완성 및 바코드를 포함합니다. 철저
한 설명서, 지식 기반 문서 및 샘플로 귀하의 애플리케이션에 컴포넌트를 쉽게 통합 합니다.

Enterprise
Partner

Top 25
개발처

가격￦ 1,060,400
www.componentsource.com/syncfusion-essential-studio-for-xa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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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및메일병합
Text Control은 프로그램 작동이 가능한 레포트 툴

및 WYSIWYG 워드 프로세서의 강력함을 결합합니

다. MS Word 호환 레포트 템플릿을 기반으로 메일

병합 및 데이블 레포트, 마스터-세부 및 부수-레포

트를 만듭니다.

파일 포맷에 호환되는 Word

애플리케이션에서 MS Word 문서를 수정하거나

Adobe PDF 문서를 작성합니다. 다양한 워드 프로

세싱 형식 (RTF, DOC, DOCX, HTML, XML, PDF)

및 이미지 형식 (GIF, PNG, JPG, BMP, WMF, EMF,

TIF)을 서포트 합니다.

Adobe PDF 문서 가져오기
PDF 문서를 가져오고, 이를 열람, 수정 또는 변환

합니다. 가져온 PDF는 다른 형식들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변경하기 위해 또는 문서에

서 검색하기 위해 완전한 기능을 가진 API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TX Text Control .NET for Windows Forms 
귀하의 Windows Forms 애플리케이션에 Microsoft Word의디자인 편집을추가합니다.

제작사: Text Control | 카테고리: 워드 프로세싱

Windows Forms용 TX Text Control .NET은개발자들에게 Visual Studio를 위해재사용이가능한컴포넌트 내 광범위한 워드 프로세싱 기
능을제공하는로열티가 없는,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풍부한 편집 컨트롤입니다.

Enterprise
Partner

Top 25
개발처

Top 100
제품

가격￦ 1,224,500
www.componentsource.com/tx-text-control-net-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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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변환
사용자 상호 작용 없이 배치 프로세스에서문서 변

환을 수행 합니다. 다른 문서 형식을 표준화 된 스

타일로 변환 및수정 하거나 하나의 통합된 문서에

다양한 문서유형을병합합니다.

Word 문서자동화
Microsoft Office Automation을 사용 할 필요 없이

UI와 비-UI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TX Text Control를

통해문서를 자동화, 편집 및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우 형식 레이아웃레포트기능에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브라우저 디자이너
진정한WYSIWYG, HTML5-기반Web 에디터 & 레

포팅서식 디자이너. 모든장치,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강력한레포팅템플릿을 만들 수있는

MS Word호환에디터를제공 합니다.

TX Text Control .NET Server for ASP.NET
Web Forms & MVC Web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워드 프로세싱 &레포팅.

제작사: Text Control | 카테고리: 워드 프로세싱

ASP.NET용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로 설계된 TX Text Control .NET Server는 많은 양의 문서를 일괄 처리 및 인쇄에 이상적입니다.

Enterprise
Partner

Top 25
개발처

가격￦ 3,195,000
www.componentsource.com/tx-text-control-net-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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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bon 컨트롤
Ribbon 컨트롤을 사용하여, 분할 버튼, 갤러리, 미

니 도구 모음과 함께 Office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재현합니다. 다양한 레이아웃 컨트롤이,폭

이 감소되면서리본 내에서아이템이 배치되는 곳

을 관장합니다.

풍부한대시보드빌드하기
기본 라인, 분산형 및 가로 막대형 차트에서복잡한

누적 영역형 차트에 이르는모든차트를사용합니

다. 이들을 마이크로 차트 및게이지와 결합합니다.

매력적인 대시보드를빌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yntaxEditor for WPF

WPF 앱에 고급 코드 편집 기능을 추가합니다. 작

업을 시작하기 위한 20개 이상의 샘플 언어(C#,

HTML, JavaScript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적

프리미엄 애드온도 제공됩니다.

Actipro WPF Studio
귀하의 WPF 애플리케이션에 풍부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제작사: Actipro Software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100개 이상의 WPF 컨트롤 및 컴포넌트는 바코드, 차트, 데이터 그리드, 도킹 및 MDI, 에디터, 게이지, 마이크로 차트, 탐색, 속성 그리드,

리본, 구문 에디터, 테마, 트리 컨트롤, 조회, 마법사 및 컨트롤의 공유 라이브러리를 포함합니다.

Corporate
Partner

Top 50
개발처

Top 100
제품

가격￦ 691,700
www.componentsource.com/actipro-wpf-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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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charts

차트 종류는 선형 차트, 영역형 차트, 열 및 가로 막

대형 차트, 원형 차트, 분산형 차트, 거품형 차트, 극

좌표형 차트, 파레토 차트, 깔때기형 차트, 종 곡선,

열 지도, 트리 지도 및 계기를 포함합니다.

Highmaps

지리적 데이터를 쉽게 표시합니다. Highmaps는 지

도 영역, 지도 라인, 관심 지역, 지도 위의 버블, 열

지도(heatmaps) 등을 제공합니다. Highmaps는 모

든 장치에 지능적으로 적응하며 멀티 터치 제스처

를 지원합니다.

Highstock

Highstock를 사용하여 정교한 다이나믹 금융 차트

또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버 스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타임라인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CSV, JSON 또는 로드(loaded)

되고 업데이트(updated)된 라이브를 포함하는 모든

양식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Highcharts Suite
귀하의 앱과 Web 사이트에 대화형 차트와 지도를 추가 합니다.

제작사: Highsoft | 카테고리: 데이터 시각화

Highcharts Suite는 귀하의 Web과 모바일 프로젝트에 응답형, SVG-기반의 지도 및 차트를 통합하는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차트
(charting) 라이브러리로 JavaScript 또는 CSS를 통한 뛰어난 유연성과 손쉬운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Professional
Partner

Top 100
개발처

가격￦ 1,364,100
www.componentsource.com/highcharts-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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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인식
정적 필드 위치의기본적인 형태 인식에 더

해, LEADTOOLS는인보이스, 드라이버의라이선

스 및 여권과 같은 구조화 되지 않은 문서 및반 구

조화된탐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LEADTOOLS는 100개 이상의 다른 바코드 타입 및

UPC, EAN, Code 128, QR Code, Data Matrix, 및

PDF417과 같은 부수-유형을 서포트 하여, 모든 산

업군의 모든 바코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

문서 뷰어
텍스트 검색, 주석, 메모리-효율적인 페이징

(memory-efficient paging), 불활성화 스크롤링 및

벡터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강력한, 완전한 기능

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LEADTOOLS Document Imaging Suite SDK
강력한 문서 이미징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제작사: LEADTOOLS | 카테고리: 이미지 편집 & 처리 |

OCR, OMR, 바코드, 양식 인식 및 처리, PDF, 변환, 주석, HTML5 Zero-발자국(footprint) 보기, 인쇄 캡처 및 이미지 보기 기능을 필요로 하
는 엔드-투-엔드 문서 이미징 솔루션을 빌드합니다.

Corporate
Partner

Top 25
개발처

가격￦ 5,323,300
www.componentsource.com/leadtools-document-imaging-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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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ron Chart for SSRS

귀하의 레포트에 2D 및 3D 차트유형, 사용자지정

가능한축, 데이터인터그레이션및 시각 효과의 완

전한 세트를 제공합니다. 모든 Business

Intelligence,성과 기록표 또는 과학적 보고서를 위

해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Nevron Map for SSRS

레포트 작성자에게데이터가 통합된 등치 지역도

및 정보 제공지도를 만들 수 있는 쉽고강력한 방

법을 제공합니다. 모든 종류의 지리적 데이터를 표

시하는모든 레포트에 대한 완벽한 보완책입니다.

Nevron Gauge for SSRS

귀하의 레포트에게이지유형,상세한사용자 지정

이 가능한축,타이트한데이터인터그레이션및타

의 추종을 불허하는시각 효과의 완전한 세트를 제

공합니다. 선형 게이지, 상태 표시기 및 숫자 디스

플레이를포함합니다.

Nevron Vision for SSRS
보다유익한 레포트를 위한고급 데이터 시각화.

제작사: Nevron | 카테고리: 데이터 시각화 |

SSRS용 Nevron Vision이 귀하의 Reporting Services레포트를 향상시킵니다. 놀라운데이터 시각화 기능, 성능 및 유연성을기본 SSRS

환경내에서직접제공합니다.

Corporate
Partner

Top 100
개발처

가격￦ 1,313,700
www.componentsource.com/nevron-vision-for-s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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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소스 퍼블리싱
XML Editor는 한 번의 클릭으로 사전 설정 및 구성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동일한 소스를 사용

하는 PDF, ePUB, HTML 및 기타 여러 형식의 아웃

풋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참조(Update References)

Project 보기에서 XML, XSL, XSD 또는 WSDL 리

소스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 oXygen XML

Editor는 해당 리소스에 대한 참조를 업데이트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Intelligent XML Editor

지능형 액션과 사용하기 쉬운 기능으로 XML 편집

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Oxygen Quick

Fix는 필수 속성 또는 유효하지 않은 요소 누락과

같은 문제를 신속하게 수정함으로써 XML 문서의

오류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oXygen XML Editor Enterprise
XML 개발 및 저작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

제작사: SyncRO Soft | 카테고리: 구조적 문서 작성

컬렉션에는 XML 스키마, CSS, XSLT, WSDL, RelaxNG, Schematron, Ant, XQuery 등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XML 문서 및 기타 파일 유형
을 지원하는 XML 편집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Corporate
Partner

Top 10
개발처

Top 25
제품

가격￦ 997,000
www.componentsource.com/oxygen-xml-editor-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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