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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급 업체

한국어 고객 서비스

200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처와 판매

라이선스 개요, 업그레이드, 갱신에 관해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라이브 채팅을 통해 한국어로 문의 하세요.

계약을 맺은 공인 디스트리뷰터로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전화, 이메일 또는

20 년 이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세계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기업,
정부 그리고 리셀러에 1,250,000

이상의 엄선된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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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oftware Red Carpet Subscription

Top 50
제품

Top 25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포괄적인 인터넷 콤포넌트 세트. 모든 프로토콜, 모든 플랫폼, 모든 IDE.
제작사: /n software | 카테고리: 통신 & 메시징 |

FTP에서 IMAP, SNMP, SSL 및 SSH 보안, S/MIME 암호화, Digital Certificates, Credit Card Processing, Bluetooth Low Energy, Internet of
Things (IoT), 및 e-business (EDI) 거래에 이르는 모든 주요한 프로토콜을 위한 컴포넌트.

SSH 연결 보안

Internet of Things (IoT)

클라우드 키 라이브러리

Internet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Secure Shell (SSH)

이 간단한 컴포넌트로 모든 플랫폼 상의 응용 프로

Amazon KMS, Amazon Secrets, Azure Key Vault,

보안을 통합 합니다. IP*Works! SSH는 SSH 지원

그램에 Internet of Things (IoT) 통신 프로토콜을 쉽

Google KMS 및 Google Secret Manager와 같은 인

클라이언트, 강력한 SSH 암호화 및 고급 암호기법

게 구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 간 손쉬운

기 있는 클라우드 기반 키(key) 관리 서비스를 사용

을 지원하는 서버 및 프록시 컴포넌트를 포함 합니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하여 키와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다.

가격 ￦ 2,236,800

www.componentsource.com/nsoftware-red-carpet-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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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P Drive

Top 25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Windows 드라이브가 SFTP를 통해 구동시 원격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사용자 경험의 유틸리티.
제작사: /n software | 카테고리: 스토리지

원격 리소스가 로컬 드라이브인 것처럼 접속하여 작업에 필요한 원격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Easy and Secure (간편 & 안전)

Highly Flexible

Works with YubiKey

SFTP Drive는 설정 및 사용 시작이 매우 쉽습니다

SFTP Drive를 Windows 서비스 또는 데스크톱 응

SFTP Drive는 YubiKey와 호환되며 Yubico에 의해

직관적인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고, 연결 자격 증명

용 프로그램으로 실행합니다. Windows Explorer와

검증되었습니다.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SFTP 보

을 입력하여, 몇 분 만에 원격 파일 작업을 시작할

같은 즐겨찾는 파일 관리자를 통해 파일을 업로드

안 외에도 YubiKey의 하드웨어-지원 인증을 통해

수 있습니다.

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여러 드라이브 구성에 대한

원격 파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 ￦ 36,800

www.componentsource.com/sftp-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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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ose.Total for .NET

#4
제품

#3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파일 열람, 작성, 변화, 인쇄,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작사: Aspose | 카테고리: 문서 & 텍스트 처리 |

Aspose.Total for .NET은 Aspose가 제공하는 모든 .NET 컴포넌트의 모음입니다. 이를 통해 Excel, Word, PowerPoint, Project, OneNote,
Outlook, Visio 및 PDF 파일 포맷과 작업하는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Aspose.PDF for .NET

Aspose.BarCode for .NET

Aspose.Slides for .NET

.NET 애플리케이션이 Adobe Acrobat 없이 PDF 파

개발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바코드 생성 및 인

모든 .NET 애플리케이션이, Microsoft PowerPoint

일을 읽고 쓰고 조작 할 수 있게 하는 PDF 문서 처

식 기능을 개발자의 Microsoft.NET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하지 않고, PowerPoint 문서를 읽고, 쓰고,

리 및 구문 분석 API입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에 신속하고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60

수정 및 변환 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

PDF 문서를 여러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을 뿐만 아

가지 이상의 1D, 2D 및 우편 바코드 기호에 대한 지

드를 PDF, XPS, HTML, Images 및 PDF Notes로

니라 PDF 파일을 기존 래스터 및 벡터 이미지로 변

원이 포함됩니다.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환할 수 있습니다.

가격 ￦ 5,075,700

www.componentsource.com/aspose-tot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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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ose.Words for .NET

Top 50
제품

#3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조작하는 고급 .NET API 입니다.
제작사: Aspose | 카테고리: 워드 프로세싱 |

Microsoft Word를 사용하지 않고 .NET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직접 다양한 문서 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DOC, DOCX, OOXML, RTF,
HTML, OpenDocument, PDF, XPS, EPUB 기타 다른 많은 포맷을 지원합니다.

파일 렌더링, 인쇄 또는 보기

메일 병합 및 보고

문서 비교

Aspose.Words for .NET에는 높은 충실도로 문서를

메일 병합은 편지, 레이블 및 봉투와 같은 문서를

문서 간 또는 동일한 문서의 다른 버전 간의 차이점

렌더링하고 인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자체 렌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인기 있는 기능입니다.

을 수동으로 검색하는 대신 Aspose.Words for

링 엔진이 있습니다. 크기 조절 및 확대/축소(zoom)

Aspose.Words for .NET를 사용하면 메일 병합 필

.NET을 사용하여 머리글과 바닥글, 표 등에 내용

수준을 지정하면서 모든 페이지를 .NET 그래픽 개

드가 있는 템플릿에서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및 서식 변경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체 위에 렌더링(그리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 ￦ 1,521,800

www.componentsource.com/aspose-word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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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xpress DXperience

#2
제품

#1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Windows, Web, 모바일 및 태블릿 용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합니다.
제작사: DevExpress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WinForms, ASP.NET, MVC, WPF, ASP.NET Core, JavaScript (jQuery, Angular, React, Vue), Blazor, Reporting 및 CodeRush for Visual
Studio를 위한 DevExpress UI 컨트롤을 포함합니다.

WinExplorer View - HTML 템플릿

Blazor Rich 텍스트 편집기

JavaScript Data Grid

HTML-CSS 템플릿을 사용하면 모든 보기 스타일

고급 텍스트 편집 기능을 Blazor 앱에 통합할 수 있

데이터 필터링, 페이징, 정렬, 기록 그룹화 및 요약

에서 기본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을 재정의할 수 있

습니다. DOCX, RTF 및 TXT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

계산에 대한 통합형 서버측 지원으로, 대규모의 데

습니다. HTML 마크업을 사용하여 WinExplorer

의 텍스트 파일을 생성, 열기, 편집, 변환, 저장 및

이터 세트도 DevExtreme Data Grid에서 결코 문제

View 항목의 내용을 지정하고 CSS 코드를 사용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 되지 않습니다.

여 UI 요소의 모양, 크기, 패딩 및 레이아웃을 사용
자 지정합니다.

가격 ￦ 1,865,000

www.componentsource.com/devexpress-d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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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xpress Reporting

Top 100
제품

#1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로열티가 없는 .NET용 보고 도구 및 구성요소 라이브러리
제작사: DevExpress | 카테고리: 리포팅 |

직관적인 Visual Studio 보고서 디자이너, 런타임 보고서 디자이너, 그리고 교차 탭 및 차트를 포함한 다양한 보고서 컨트롤 세트가 포함되
어 있어 사용자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추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port Designer

Blazor 보고서 뷰어

풍부한 데이터 시각화

Visual Studio에 통합된 보고서 디자이너의 기능을

핵심 보고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새로운 Blazor 보

차트, 서식이 있는 텍스트, 크로스 탭, 스파크라인,

활용하면서 앱을 .NET 6으로 마이그레이션하세요.

고서 뷰어는 Blazor 서버 호스팅 모델을 기반으로

바코드 및 서브리포트를 포함한 포괄적인 UI 요소

이 디자이너는 .NET Framework 및 .NET Core 앱

하며, 다음 Blazor 서버 앱에서 DevExpress 보고서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어 보고서 소비자가 자유롭

모두에 대해 통합된 디자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를 표시, 인쇄 및 내보낼 수 있습니다.

게 결과를 조정하여 명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
다.

가격 ￦ 746,000

www.componentsource.com/devexpress-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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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Reports.NET

#3
제품

#2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웹 및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프리미엄 .NET 보고 솔루션입니다.
제작사: GrapeCity | 카테고리: 리포팅 |

.NET Core, .NET 6, ASP.NET, ASP.NET MVC, WinForms 및 WPF에 대한 직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보고서 디자
이너 및 컨트롤로 강력한 보고서를 설계하고 제공합니다.

Visual Studio Designer

최종 사용자 보고서 디자이너

Dynamic Reporting

Visual Studio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만들고 디자

최종 사용자 보고서 디자이너는 사용자에게 거의

표현식은 보고서에 대한 조건부 서식을 포함하여

인 타임에 시각적으로, 또는 코드, 스크립트 통해

모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런타임 동작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값을 계

편집하거나 정규식을 통해 편집합니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서신, 규제 양식, 송

산하거나, 문자열을 연결하거나, 스타일이 적용되

장, 재무 포트폴리오, 풍부한 교차 탭 또는 피벗 테

는 조건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스크

이블 보고서를 모두 동일한 웹 디자이너에서 작성

립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격 ￦ 1,066,600

www.componentsource.com/activereports-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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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One Studio Enterprise

Top 10
제품

#2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어워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모바일, Web 및 데스크탑용 .NET 및 JavaScript 컨트롤.
제작사: GrapeCity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NET, WinUI, Blazor 및 JavaScript를 위한 UI 컨트롤의 완전하고 빠르고 유연한 툴킷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비즈니스 로직에 더 집
중할 수 있습니다.

Blazor UI 컨트롤

강력한 데이터 시각화

매력적인 사용자 상호 작용

Blazor용으로 기본적으로 빌드된 UI 컨트롤으로 기

80개 이상의 차트, Gantt 뷰, 피벗 테이블, 게이지,

UI 및 탐색용 컨트롤 세트는 대화형의 여러 양식과

존 C#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FlexGrid

지도 혹은 스파크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함께 정보의 객관적인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AutoComplete, CheckBox 및 ComboBox를

ComponentOne Studio의 데이터 시각화 컨트롤은

메뉴 및 도구 모음을 편집, 정렬, 삭제, 빌드하고, 다

포함한 여러 입력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 세트를 컨트롤 하며, 프로페셔널

듬어진 UI를 만들때 테마를 쉽게 적용합니다.

한 디자인으로 귀하의 사용자를 감동 시킵니다.

가격 ￦ 1,878,100

www.componentsource.com/componentone-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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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NET

Top 10
제품

#2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유연한 Excel과 같은 .NET 스프레드시트 컴포넌트.
제작사: GrapeCity | 카테고리: 스프레드시트 |

데스크톱 디자이너 앱으로 Microsoft Excel과 유사한 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포괄적인 API로 Enterprise 스프레드시트, 그리드, 대시보
드 및 양식을 만듭니다.

Excel 파일 가져오기/내보내기

계산 엔진

Spread Designers를 위한 No-code
디자인

전체 Microsoft Excel 가져오기/내보내기 지원이 없

450개 이상의 기능에서 선택하여 개별 셀, 행/열 또

는 스프레드시트는 완전한 스프레드시트가 아닙니

는 전체 시트에 이들을 적용합니다. 시트 간 참조,

데스크톱 디자이너 앱으로 강력한 Microsoft Excel

다. 가장 진보된 Excel 스프레드시트를 가져 온 다

구조 수식, 배열 수식 및 사용자 지정 기능을 활용

과 유사한 .NET 스프레드시트를 즉시 디자인하고

음 Spread.NET 스프레드시트를 모두 Excel 종속성

합니다.

적용합니다 - 학습 곡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자

없이 XlSX 또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이너를 WinForms, WPF 및 ASP.NET를 위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격 ￦ 1,883,200

www.componentsource.com/sprea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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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ware Studio Admin

Top 50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Windows용 프리미어 소프트웨어 설치 및 아주 빠른 속도의 응용 프로그램 리패키징.
제작사: InstallAware | 카테고리: 개발 & 배포

MST 변환을 시각적으로 만들고, 클린 머신을 갈무리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리패키징하고, 자동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프로그
래밍 방식으로 설정을 내보내고 빌드합니다.

기존 IContextMenu CLSID 붙여넣
기

Windows 11 상황에 맞는 메뉴 연결

Sparse MSIX 패키지 포함

상황에 맞는 메뉴를 새로운 Windows 11 파일 탐색

새 메뉴의 등록을 자동으로 취소하고 클릭 한 번으

말 그대로 코딩/디버깅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컴파

기의 최상위 수준에 표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로 필요한 "sparse MSIX" 패키지를 만듭니다. 이제

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황에 맞는 메뉴가

InstallAware는 기존 IContextMenu 구현을

메뉴 표시를 위한 새로운 3가지 개발 스택을 배울

원래 코딩된 동적 캡션과 함께 의도한 파일 형식 및

Windows 11로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폴더 대상에 대해 표시됩니다.

가격 ￦ 6,090,800

www.componentsource.com/installaware-studio-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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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ware Studio

Top 50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놀랍도록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개발 생산성.
제작사: InstallAware | 카테고리: 개발 & 배포

단일 설치 바이너리에서 Windows XP를 통해 Windows 11/Server 2022(ARM64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설치를 생성합니다.

Windows 11의 새로운 Mica
Material

Aero Glass

Windows 11/10용 다크 모드

Windows Vista는 이 최고급 투명도 효과를 도입한

Windows 용 다크 모드는 Windows 10에서 처음 도

Mica는 Windows 11의 최신 배터리 친화적이고 부

최초의 버전입니다. 어떤 운영 체제를 사용하든 단

입되었습니다. 운영체제 자체가 다크 모드에 있을

드러윤 느낌이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신입니

일 소스와 바이너리로 설정이 항상 최상으로 표시

때 동일한 설정이 다크 모드에서 렌더링됩니다. 프

다. 간단히 재컴파일하면 대화 상자가 Mica

됩니다.

로젝트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Material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렌더링됩니다.

가격 ￦ 3,044,600

www.componentsource.com/installaware-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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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fusion Essential Studio Enterprise

Top 50
제품

Top 25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고성능 툴킷.
제작사: Syncfusion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WinForms, WPF, ASP.NET (Web Forms, MVC, Core), UWP, Xamarin, FlutterJavaScript, Angular, Vue 및 React를 위한 1,700개 이상의 컴
포넌트 및 프레임워크를 포함 합니다.

ASP.NET Core UI 컨트롤

JavaScript UI Controls Library

Blazor Word Processor

70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포함된 ASP.NET Core 툴

단일 패키지에 65개 이상의 고성능의 가벼운 모듈

텍스트 편집, 내용 서식 지정, 이미지 및 테이블 크

킷에는 데이터 그리드, 차트, 간트(gantt), 다이어그

식의 반응 속도가 빠른 UI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

기 조정, 텍스트 찾기 및 대체, 책갈피, 내용 테이블,

램, 스프레드시트, 일정, 피벗 그리드 등과 같은 인

습니다. Angular, React, Vue와 같은 가장 인기 있

인쇄, Word 문서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를 포함한

기 있는 위젯을 포함하여 영업 부문(LOB) 응용프로

는 타사 프레임 워크와의 통합 기능이 내장되어 있

모든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램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습니다.

가격 ￦ 3,166,700

www.componentsource.com/syncfusion-essential-studio-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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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fusion Essential Studio for Blazor

Top 25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포괄적인 네이티브 Blazor UI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입니다.
제작사: Syncfusion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Blazor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 측(Blazor WebAssembly) 프로젝트와 원활하게 작동하는, 70개 이상의 Syncfusion Blazor 구성 요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대용량의 데이터와 더불어 작동하도록 미세 조정됩니다.

빠르고 강력한 그리드 구성 요소

유연한 약속 처리

아름다운, 대화형 차트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유용한 기

사용자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

라인에서 모든 차트 시나리오에 적합한 금융에 이

능이 풍부한 구성 요소입니다. 다양한 기능에는 데

니다. 리소스 스케줄링, 편집기 팝업을 사용하여 약

르기까지, 차트와 그래프의 풍부한 갤러리가 포함

이터 바인딩, 편집, Excel과 같은 필터링, 사용자 지

속 일정 변경, 드래그 앤 드롭 및 크기 조정 작업을

되어 있습니다. 고성능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

정 정렬, 행 집계, 셀렉션 그리고 Excel, CSV 및

용이하게 합니다.

속하게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PDF 형식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가격 ￦ 1,262,900

www.componentsource.com/syncfusion-essential-studio-for-blaz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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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do UI

Top 100
제품

Top 10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멋지고 현대적인 반응형 앱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제작사: Telerik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jQuery, Angular, React 및 Vue용 라이브러리가 있는 JavaScript UI 구성요소 모음. JavaScript 프레임워크 선택에 관계없이 시선을 사로잡
는 고성능 반응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차트

데이터 그리드

스케줄러

차트 구성요소는 다양한 차트와 시리즈 유형을 제

빠른 구성 옵션을 통해 사용자가 페이징, 단일 또는

스케줄러 구성요소는 Microsoft Office 또는 Google

공합니다. 각 시리즈 유형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

다중 열 정렬, 필터링 또는 그룹화를 수행할 수 있

캘린더와 유사한 인앱 캘린더 환경을 제공합니다.

나 또는 함께 렌더링된 단일 차트에 여러 시리즈를

는 익숙한 Excel과 유사한 UI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다른 뷰, 여러 리소스 지원, 시간대 변환 등을 포함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 이동 및 확대/축소

데이터를 분할 및 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몇 가지 필수 사용자 기능이 제공됩니다.

기능을 활성화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큰 데이터 화
면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 1,141,000

www.componentsource.com/kend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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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rik DevCraft Complete

Top 25
제품

Top 10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모든 플랫폼을 위한 현대적인 고성능 앱을 신속하게 구축합니다.
제작사: Telerik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1,250개 이상의 .NET 및 JavaScript 구성요소를 확보하여 기능이 풍부하고 전문적으로 설계된 웹, 데스크탑 및 모바일 앱을 보다 적은 시
간과 노력으로 구축하세요.

.NET Reporting Made Easy

ASP.NET Core 구성 요소

UI for Blazor

Telerik Reporting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아름다우

탐색 및 레이아웃, 데이터 관리 및 시각화, 편집, 상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고성능 Grid 및 사

며, 재사용이 가능한 대화형 레포트 - 가볍고 기능

호 작용 등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해, 110개 이상의

용자 지정이 쉬운 기본 UI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이 완벽한 레포팅 솔루션이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는

ASP.NET Core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개발 시간과

Blazor 응용프로그램을 절반의 기간에 개발하십시

모든 것을 만들고, 열람하고 또 내보낼 수 있습니

비용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오. 개발 주기 단축, 빠른 반복 및 출시 시간 단축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축되었습니다.

가격 ￦ 1,902,600

www.componentsource.com/telerik-devcraft-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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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Text Control .NET for Windows Forms

Top 50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사용 중인 Windows Forms 응용 프로그램에 Microsoft Word의 디자인 편집 기능(look and feel editing)
을 추가합니다.

제작사: Text Control | 카테고리: 워드 프로세싱 |

TX Text Control .NET for Windows Forms는 개발자들에게 Visual Studio를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구성요소에서 광범위한 워드 프로세싱
기능을 제공하면서 로열티가 없으며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풍부한 기능의 편집 컨트롤입니다.

레포트 및 메일 병합

파일 포맷에 호환되는 Word

Adobe PDF 문서 가져오기

Text Control은 프로그램 작동이 가능한 레포트 툴

애플리케이션에서 MS Word 문서를 수정하거나

PDF 문서를 가져오고, 이를 열람, 수정 또는 변환

및 WYSIWYG 워드 프로세서의 강력함을 결합합니

Adobe PDF 문서를 작성합니다. 다양한 워드 프로

합니다. 가져온 PDF는 다른 형식들과 같이 수정할

다. MS Word 호환 레포트 템플릿을 기반으로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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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변경하기 위해 또는 문서에

병합 및 데이블 레포트, 마스터-세부 및 부수-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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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검색하기 위해 완전한 기능을 가진 API를 사용

트를 만듭니다.

TIF)을 서포트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격 ￦ 2,093,000

www.componentsource.com/tx-text-control-net-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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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Text Control .NET Server for ASP.NET

Top 50
개발처

Enterprise
Partner

ASP.NET Core, ASP.NET 및 Angular 애플리케이션에 문서 처리를 추가합니다.
제작사: Text Control | 카테고리: 워드 프로세싱 |

완전한 기능을 갖춘 문서 편집 및 열람 기능을 웹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합니다.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임베드할 수 있는 보고 도
구의 성능과 사용하기 쉬운 WYSIWYG 워드 프로세서를 ASP.NET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

문서 편집기

Comments

전자 서명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모든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강력한 Microsoft

다른 작성자는 모든 텍스트 범위에 메모를 추가하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체 도구 집합이 포함되

Word 호환 문서 편집기를 통합하세요. 최신 브라우

고 변경추적 내용에 Word 호환 메모를 붙일 수 있

어 있습니다. 서명을 생성 및 요청하고, 문서에 서

저 기술을 기반으로 한 TX 텍스트 컨트롤(TX Text

습니다. 메모는 Office Open XML, DOC 및 RTF를

명하고, 실행된 PDF 문서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

Control)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적

포함한 Word 형식에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

습니다.

이고 즉시 사용 가능문서 편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

가격 ￦ 5,328,200

www.componentsource.com/tx-text-control-net-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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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pro WPF Studio

Top 50
개발처

Corporate
Partner

아름다운 데스크톱 앱을 빌드하기 위한 UI 컨트롤입니다.
제작사: Actipro Software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

고급 도킹 창, MDI, 속성 그리드, 트리 컨트롤, 폴더/파일 브라우저, 강력한 편집기, 자동 완성, 마스크 편집 및 코드 편집이 포함됩니다.

Ribbon 컨트롤

SyntaxEditor

Ribbon 컨트롤을 사용하여, 분할 버튼, 갤러리, 미

강력한 Visual Studio와 같은 코드 편집 환경을 사

니 도구 모음과 함께 Office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

용자 고유의 응용 프로그램에 제공합니다. 가장 인

Actipro Charts는 기본 라인 및 막대 차트에서 복잡

이스를 재현합니다. 다양한 레이아웃 컨트롤이, 폭

기 있는 언어를 위해 인기 있는 코드 편집기 및 구

한 누적 영역형 차트에 이르는 많은 차트 유형을 지

이 감소되면서 리본 내에서 아이템이 배치되는 곳

문 언어에 있는 모든 고급 기능을 포함하며, 모든

원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시리즈, 레이블, 레전드,

을 관장합니다.

독점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빌드가 가

스태킹, 및 사용자 정의 팔레트와 같은 유용한 기능

능합니다.

을 포함됩니다.

풍부한 차트의 손쉬운 생성 (Easily
Generate Rich Charts)

가격 ￦ 823,700

www.componentsource.com/actipro-wpf-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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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 Label Enterprise Reporting Edition

Top 100
개발처

Corporate
Partner

데스크톱 및 웹 앱에 대한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빌드합니다.
제작사: combit | 카테고리: 리포팅 |

List & Label은 강력한 보고 엔진, 유연한 API, 기능이 풍부한 데스크톱 디자이너 및 ASP.NET MVC를 위한 브라우저 기반 웹 컨트롤을 제
공합니다. 몇 줄의 코드만으로 포괄적인 미리 보기, 인쇄 및 내보내기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합니다.

Data Visualization (데이터 시각화)

인쇄 및 출력

사용자 정의 보고서, 대시보드, 송장, 레이블 및 양

이메일이나 업로드를 통한 편리한 배포와 함께 다

식을 만듭니다. 완벽하게 사용자 정의 가능한 최종

양한 옵션 (PDF, DOCX, XLSX, PPTX, XHTML,

미리보기는 보고서 매개 변수를 통한 드릴다운, 확

사용자 디자이너(데스크톱/웹)는 직관적인 사용을

CSV, RTF, XML, JSON, SVG, PNG 등)을 통해 보

장 가능한 영역, 애니메이션, 정렬 및 동적 데이터

위한 편리한 WYSIWYG 기능과 끌어다 놓기 지원

고서를 내보냅니다.

필터링을 통해 대화형 보고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을 제공합니다.

Interactive Preview (대화형 미리보
기)

제공합니다.

가격 ￦ 2,412,500

www.componentsource.com/list-and-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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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charts JS

Top 50
제품

Top 10
개발처

Corporate
Partner

현대적인 SVG 기반의 멀티 플랫폼 차트 라이브러리.
제작사: Highsoft | 카테고리: 차트 |

웹 및 모바일 프로젝트에 인터랙티브 차트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백 엔드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버 스택과 함께 작동
하며, 데이터를 CSV, JSON 또는 로드 및 업데이트 된 라이브를 포함한 모든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트 내보내기 및 인쇄

모든 기기에서 응답하기

필요한 모든 차트 유형

내보내기 모듈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는

기본 응답성은 차트를 컨테이너의 크기에 맞추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차트를 PNG, JPG, PDF 또는

것 이상으로, 범례 및 머리글과 같은 그래프가 아닌

Highcharts는 라인, 스플라인, 영역, 열, 막대, 파이,

SVG 형식으로 내보내기 하거나 웹 페이지에서 직

요소에 대한 최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찾습니다.

분산형, 게이지, 극좌표, 영역, 히트 맵, 폭포 및 더

접 차트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차트 유형을 지원합니다.

가격 ￦ 444,200

www.componentsource.com/high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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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TOOLS Document Suite SDK

Top 25
개발처

Corporate
Partner

엔드-투-엔드 문서 이미징 솔루션을 빌드합니다.
제작사: LEADTOOLS | 카테고리: 이미지 편집 & 처리 |

강력한 OCR, OMR, ICR, 바코드 세트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이미지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스캔한 모든 유형의 스캔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인식, PDF, 주석 및 이미지 보기 도구를 형성합니다.

문서 뷰어

PDF 기술

양식 인식

단지 몇 줄의 코드로 텍스트 검색, 주석, 관성 스크

텍스트, 이미지, 하이퍼링크, 책갈피 및 주석 편집,

정적 필드 위치의 기본적인 형태 인식에 더

롤, 페이징, 벡터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풍부한 문

페이지 교체, 기존 문서 분할 및 병합, PDF/A로의

해, LEADTOOLS는 인보이스, 드라이버의 라이선

서 보기 기능을 가진 강력하고 기능이 풍부한 애플

변환, 선형화 및 PDF 문서 압축을 포함합니다.

스 및 여권과 같은 구조화 되지 않은 문서 및 반 구

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화 된 탐지하고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가격 ￦ 7,609,100

www.componentsource.com/leadtools-document-imaging-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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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ron Open Vision for .NET

Top 100
개발처

Corporate
Partner

Windows와 Mac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완전한 .NET GUI Toolkit 입니다.
제작사: Nevron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UI 컨트롤 및 컴포넌트의 강력한 세트를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으로, 단일 코드 베이스에서 여러 운영 체제에
대한 기능이 풍부한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NOV Grid for .NET

NOV Chart for .NET

NOV Rich Text Editor for .NET

테이블 형식 데이터 표시 및 편집을 위한 고성능 데

단일 코드 베이스에서 Windows와 Mac을 위한 대

.NET 애플리케이션에 Microsoft Word와 같은 기능

이터 그리드 컴포넌트 입니다. 그리드를 사용하여

화형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컨트롤은 데이터 줌, 스

을 포함 합니다. 고급 텍스트 처리, 자동된 문서 생

최종 사용자가 수 천개의 레코드에 대해 부드러운

크롤링, 회전 및 적중 테스트, 빠른 성능과 뛰어난

성, 레포팅, 텍스트 문서 변환 및 WYSYWIG 텍스

스크롤, 그룹화, 정렬 및 필터링 기능을 즉시 수행

화질을 제공합니다.

트 및 HTML 편집을 포함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가격 ￦ 1,602,400

www.componentsource.com/nevron-open-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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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XML Editor Enterprise

Top 50
제품

#5
개발처

Corporate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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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t XML Editor

XML 게시 프레임워크 (XML
Publishing Frameworks)

싱글-소스 퍼블리싱

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Oxygen Quick

Oxygen은 중요한 XML 문서 프레임워크 (DITA,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동일한 소스를 사용

Fix는 필수 속성 또는 유효하지 않은 요소 누락과

DocBook, TEI, XHTML)의 번호를 위한 CSS-기반

하는 PDF, ePUB, HTML 및 기타 여러 형식의 아웃

같은 문제를 신속하게 수정함으로써 XML 문서의

의 비주얼 편집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유

풋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형의 XML 문서를 사용 할 계획인 경우, API를 사용

지능형 액션과 사용하기 쉬운 기능으로 XML 편집

XML Editor는 한 번의 클릭으로 사전 설정 및 구성

하여 Oxygen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격 ￦ 1,436,000

www.componentsource.com/oxygen-xml-editor-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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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j.NET

Professional
Partner

복잡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디버깅, 배포 및 관리합니다.
제작사: Wisej.NET | 카테고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표준 .NET를 사용하여 작업에 중요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 스택 프레임워크입니다. UI 구성
요소, 세션 처리, 상태 관리 및 백엔드 통합을 포함합니다.

Cloud Ready

Pixel Perfect Designer

로컬 또는 원격으로 Visual Studio에서 디버깅하고,

C# 또는 VB.NET와 풍부한 구성요소 라이브러리를

Wisej.NET는 완벽한 반응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빌

Amazon AWS, Microsoft Azure, 가상 머신, 로컬 서

사용하여 Visual Studio에서 직접 복잡한 웹 애플리

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응형 브레이크 및 속성,

버, 임베디드 서버 또는 연결이 끊어진 로컬 에플리

케이션을 디자인하고 빌드하세요. 맞춤형 컨트롤

자동 크기 조정, 자동 앵커링/도킹, 플로우 및 그리

케이션까지 어디서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과 C#/VB.NET 지원 위젯을 포함한 모든

드 레이아웃 패널을 지원합니다.

반응형 웹 애플리케이션

JavaScript 위젯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 1,256,500

www.componentsource.com/wise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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