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T

WebEditor

게시판 등과 같은 대화형 웹사이트 구축 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 형 웹 에디터
다양한 형태의 문서작성과 워드수준의 표 작성기능 및 오피스 제품을 포함한
모든 HTML 문서호환성 및 다국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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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WebEditor 제품소개

WebEditor

DEXTWebEditor는
게시판, 고객센터 등과 같은 대화형 웹사이트 구축 및 WEB2.0 비즈니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 형 웹 에디터로,
DEXTUpload 제품군과 함께 귀사의 솔루션에 활용할 수 있는 HTML 웹 에디터 입니다.

DEXTWebEditor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작성과 워드수준의 표 작성기능 및 오피스 제품을 포함한 모든 HTML 문서호환성 및 다국어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업무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웹 에디터 입니다.

컴포넌트 형 HTML 웹 에디터

WEB 2.0 대화형 웹 서비스
LMS/학습관리
게시판/고객센터
온라인교육

DEXT 제품군

손쉬운 웹 비즈니스 구축

CMS/콘텐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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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WebEditor 제품소개 (1)

WebEditor

Works with – Internet, Intranet, Groupware / 대화형 업무시스템
• 웹 메일 전자 문서 작성

• BMS/CMS 관리 도구

• 커뮤니티, Web2.0 서비스 사이트

• 전자결재 시스템

•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도구

• UCC, 동영상 사이트

• 게시판 작성

• 포털, 검색 사이트

• 온라인 교육/강의 사이트

• KMS 지식 문서 작성

• 쇼핑몰, 경매, 전자상거래 사이트

• 온라인 신문, 방송, 매거진 사이트

Don’t waste your time to get “HOW?”
Instead of “WHAT? & WHEN?”

개발자, 비전문가 모두에게

빠른 시스템 통합과

아이디어/의견 전달 및 소통의

대고객 서비스의

DEXT 제품군과 함께

편리한 기능 제공

높은 활용성으로 어떤 환경에도

제한적인 장애를 없애고

부가 기능으로 활용하여

비교불허의 경쟁력 제공

쉽게 적용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줌

높은 고객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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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WebEditor 제품소개 (2)

DEXT

WebEditor

Needs – 기술의 필요성 / 필수 요소 및 조건
• Microsoft사의 오피스 서버제품 출시 이후 오프라인으로 작성되던 업무문서에 대한 공유 및 활용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 문서작성용 저작도구들이 HTML과 XML을 모두 지원함으로 기업에서 관리하는 모든 문서의 호환성과 재활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기업의 모든 업무개발이 웹 환경으로 이루어지면서 웹 에디터는 기업의 필수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 기업의 웹 환경 업무 개발 시 다양한 업무표준서식을 웹 에디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웹 에디터는 자체 편집기능뿐 아니라 표 작성기능, 타 문서와의 호환성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웹 에디터는 발전하는 OS와 클라이언트 환경에 쉽게 적용하고 기능 추가가 편리한 순수 개발형 컴포넌트이어야 합니다.
• 웹 에디터 개발에 많이 활용하던 Internet Explorer 용 DHTM Editor component가 VISTA/7/8 에서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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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WebEditor 제품소개 (3)

WebEditor

Advantage – MSHTML 표준 파서 탑재, Windows Vista, 7, 8 호환 문제 해결
• DHTML 내장 컴포넌트는 VISTA/7/8부터 기본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DHTML 내장 컴포넌트는 미리 구현된 모듈로 개발에는 편리하지만 버그 패치와 기능추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 웹 개발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웹 에디터의 다양한 기능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DEXTWebEditor는 DHTML 내장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MSHTML 내장
컴포넌트로 새로 개발된 제품으로, 브라우저 버전업 시 향상된 기능으로 버전업이 가능한 제품이며, DHTML의 한계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클라이언트 OS환경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대로 사용

MSHTML 표준 파서 기본 탑재

HTML Version up

?
기타 제품 (T사, N사, A사) 자체 파서 구현

업그레이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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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WebEditor 제품소개 (4)

WebEditor

Features
• Windows 7, 8, 10 / IE 8, 9, 10, 11 이상 브라우저 지원

• 메일, 게시판 등 연동 시 필요한 Upload, 통신모듈 지원

• 모든 HTML 문서 및 CSS(Cascading Style Sheet) 호환성 유지

• 브라우저 기반의 컴포넌트로 손쉬운 배포 및 업그레이드

• MS 오피스 문서 호환성 (불러오기, 복사 등)

• 최소/최적의 클라이언트 자원을 사용하고,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기능

• 다양한 양식의 폼 작성이 가능한 전문가 수준의 표 기능 내장

• 다양한 세부기능에 대한 API 제공

• 유니코드 기반으로 개발되어 완벽한 다국어 지원

• 디자인/소스보기/미리보기 3단 편집창 제공

• 다양한 언어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영어판 제공(향후 확장 예정)

• HTTP 업로드 기능이 내장되어 독립적으로 사용가능

(다국어 리소스 현황 : 한글/영어/일본어/러시아어/중국어간체)

다양한 내용을 담은 웹문서 작성

• DEXTUpload 제품군과의 통합 샘플제공

MIME/HTML 서버 전송

HTML 웹 페이지 접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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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

구조 및 특징 (1)

Internet Explorer 내장
DHTML 컴포넌트의
문제극복

WebEditor

• DHTML 내장 컴포넌트는 VISTA/WIN7/8 부터 기본으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DHTML 내장 컴포넌트는 미리 구현된 모듈로 편리하지만 버그패치와 기능추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웹 개발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웹 에디터의 다양한 기능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DHTML 내장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MSHTML 내장 컴포넌트로 새로 개발된 제품으로 브라우저가 버전업 시 향상된 기능으로 버전업이 가능한 제품이며

DHTML의 한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클라이언트 OS환경에서 동작합니다.

폼 작성 및 활용의
편리성 구현

• 웹 에디터는 텍스트 편집기능보다 기업에서는 폼으로 작성하여 함께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 대표적인 엑셀, 워드의 표 기능과 같이 친숙한 사용자 메뉴로 다양한 형태의 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작성된 양식을 미리 보기, 인쇄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체 업로드 기능제공

• 웹 에디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내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본문에 포함되는 파일을 손쉽게 서버에 업로드 하는 자체 HTTP Upload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DEXTWebEditor HTTP Upload는 Web Server 와 직접 통신하는 구조로 서버에서 동작하는 모듈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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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

구조 및 특징 (2)

사용자 위주의 기능 설계

WebEditor

• HTML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기능 모듈화를 통하여 사용자는 메뉴기능만
선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가 특별한 교육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전자메일, 게시판, 지식관리, 결재시스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지원

• 유니코드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있어 어떤 언어의 문서도 표현 가능한 구조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 에디터의 UI용 모듈은 한글과 영문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원하는 언어용 UI는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자동 보정기능 도입

• 자동보정기능이란 웹 에디터에서 사용되는 HTML 표준 규약을 전세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DEXTWebEditor에서 호환성을 유지하며 재활용 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에디터 편집도중 추가, 수정, 제거가
필요한 HTML Code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으로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손쉬운 업무 적용성

• 업무 개발자의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DEXTWebEditor용 기본 템플릿만 기존 업무프로그램에 추가해주면 손쉽게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피스 문서와의 호환성

• 오피스 2013 제품을 포함한 최신버전 까지 호환성을 지원합니다.
• 기존에 작성된 문서를 복사, 불러오기를 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면 특히 클립보드를 이용한 복사 시 원본 모양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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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

구조 및 특징 (3)

WebEditor

User Interface – 쉬운 UI 및 사용범, 다양한 편집기능, DEXT 솔루션의 안전성
메뉴 및 툴바

내용 편집 창
쉽고 편한 HTML 편집
위지윅 디자인 편집
그림, 멀티미디어 삽입
강력한 표, 레이아웃 편집
소스보기 기능
브라우저 미리 보기 기능

DEXTUpload 연동 파일전송/관리
많은 레퍼런스를 통해 검증된 DEXTUpload로,
타 제품과 달리 안정성과 확장성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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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1)

DEXT

WebEditor

MS 오피스 호환
• MS Office 문서를 포함한 HTML 문서를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Office 문서를 HTML 형태로 자동 변환을 합니다. (로컬 PC에 MS 오피스 설치 필수)

• [잘라내기], [복사], [전체선택]메뉴기능을 이용하여 클립보드에 보관된 내용이 있는 경우
[붙여 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 MS 오피스 문서와의 데이터 복사가 가능하며 파워포인트 문서 페이지 별로 전체를 선택하여 복사하는
경우는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미지로 변환하여 복사가 됩니다.

태그보기

• 편집중인 문서의 단락구분 기호를 보여주는 기능으로 에디터 처음 동작 시
기본은 Off 이며, 메뉴기능에서 선택 시 설정/해제가 반복이 되며 설정 시 문서내용은
우측의 이미지와 같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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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2)

DEXT

WebEditor

이미지 첨부
• 로컬 PC에 저장된 이미지삽입 : [찾아오기] 에서 원하는 그림을 선택
•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링크 : http://Myserver.com/My.gif 와 같이 경로 직접 입력

• 브라우저의 특정위치를 찾아 갈 수 있도록 URL을 지정하는 기능으로 다양한 방식의 URL을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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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3)

DEXT

WebEditor

레이어 편집
• 레이어는 박스 형태로 제공되는 특수 영역입니다.
• 제공된 영역의 크기 조정이 가능. 편집문서의 어떤 곳이라도 마우스로 위치 이동이 가능

• 입력된 내용이 있어도 레이어는 중첩이 가능하며 보여지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음
• 옅은 회색의 박스형태의 영역이 삽입된 레이어
• 이 레이어는 마우스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레이어 안에 문서 편집이 가능
• HTML 문서를 편집할 때 영역별로 다단계 편집하기 원하는 경우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원하는 형태로 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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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4)

DEXT

WebEditor

강력한 표 기능
• [테두리 설정] 메뉴기능은 표 작성이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가장 편리한 UI구조로 제공이 되는 기능입니다.
• 가장 효율성이 있는 TAG 사용방법 한가지를 가지고 문서작성을 하며, 호환이 되지 않는 HTML TAG는 삭제 또는 변경을 하여 모든 동작이 최적화 되도록 재구성

할 수 있게 기능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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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5)

DEXT

WebEditor

각종 입력 컨트롤
• 설문조사와 같은 대화형 문서 편집, 작성시 사용되는 폼 컨트롤 기능을 제공합니다.
• 메일, 게시판, KMS 와 같은 시스템의 입력양식용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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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6)

DEXT

WebEditor

각종 입력 컨트롤
• 텍스트상자 (INPUT) : 텍스트를 한 줄만 입력을 할 수 있는 상자모양의 폼 컨트롤, 만들어진 [텍스트상자]의 크기를 마우스로 끌어 좌우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영역 (TEXTAREA) : 텍스트를 여러 줄 입력을 할 수 있는 상자모양의 폼 컨트롤

• 숨김 상자 (INPUT - hidden) : [텍스트상자] 와 동일한 모양의 폼 컨트롤 이며,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속성으로 HTML 프로그램 내부에서만 활용
• 드롭다운 상자 (SELECT) : 미리 입력된 여러 개의 항목을 상하로 펼쳐 선택하는 형태의 폼 컨트롤
• 선택 상자 (SELECT) : [드롭다운상자]와 유사하며 입력된 항목이 전체 펼쳐진 형태의 폼 컨트롤
• 체크 상자 (INPUT – checkbox) : 여러 개를 만들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폼 컨트롤

www.dextsolu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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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7)

DEXT

WebEditor

문서 전체 서식
• 편집중인 문서 전체에 적용되는 속성을 지정하는 기능

www.dextsolu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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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환경

DEXT

WebEditor

동작기반
• CPU : 인텔 펜티엄 호환 기종의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 OS : Windows 98 SE 이후의 모든 OS 를 지원합니다. (※ Vista/Win7/ Win8/Win10 완벽지원)
• BROWSER : IE5.5 이상의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 서버 요구사항(개발자) : 자도 배포 파일(.Cab)을 설치 할 수 있는 모든 OS (Windows, Linux, Unix etc.)

설치방법
• 컴포넌트 기반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자동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할 형태로 제공을 하며 활용하고자 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동 배포를 하여 사용합니다.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 어떤 업무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 API 와 샘플소스를 제공합니다.
• DEVPIA 포털 사이트를 통한 신속한 기술지원을 보장합니다.
• DEVPIA는 개발자 포럼을 통한 다양한 NEED, TRAND를 모니터링 하여 모든 기업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속적인 버전업을 할 것입니다.

www.dextsolu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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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

유사제품 비교 (1)

기능

WebEditor

DEXTWebEditor

N사 제품

T사 제품

HTML 문서의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지원

지원

MS Word, XLS 등의 다양한 문서 파일을 최소한의 손실로 HTML 문서로 불러올 수 있
습니다.

지원

지원

부분지원

문서 미리 보기

작성 중인 문서를 바로 볼 수 있는 기능(미리보기 창, 브라우저 제공)을 제공합니다.

지원

지원

지원

이미지 붙이기

그림, Excel의 선택 영역, 클립보드 영역을 붙여 넣기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버전6 이상

지원

자체 인쇄 기능

컨트롤 자체에 인쇄 기능을 지원하여 IE로 출력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습니다.

지원

지원

지원

작성한 문서를 인쇄할 때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지원

지원

작성한 문서를 바로 여러 가지 문자열로 인코딩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지원

지원

MIME HTML 형식의 문서를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지원

지원

소스보기

워드/엑셀 파일 불러오기

인쇄 미리 보기 기능

인코딩 기능

MHTML 문서 지원

기능 상세 설명

www.dextsolu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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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

유사제품 비교 (2)

기능

WebEditor

DEXTWebEditor

N사 제품

T사 제품

JPG, GIF 같은 이미지 파일과 미디, 리얼오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퀵타임 파일 같은 멀
티미디어 파일을 손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지원

지원

다양한 개체 지원

Shockwave, Flash, 자바 애플릿, ActiveX Control 등 다양한 개체를 손쉽게 삽입할 수 있
습니다.

지원

지원

지원

CSS 지원

스타일시트 최신규약인 CSS2를 지원하여 다양한 모양의 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
다.

지원

지원

지원

마우스 드래그로 표 전체의 위치를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어, 문서작성이 더욱 용이합
니다.

지원

정렬만 지원

정렬만 지원

이미지/멀티미디어 파일지원

표 이동 기능

기능 상세 설명

우수한 테두리 설정기능

엑셀에서 테두리 속성을 조정하는 창과 동일한 UI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직관적
이고 사용에 익숙한 형태를 쓰게 함으로써 문서작성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익숙한 UI

독자적 UI

독자적 UI

행/열 너비 자동보정기능

외부문서의 재활용, 잦은 내용수정 및 병합 등으로 편집기가 인식하는 셀 속성들이 브
라우저에서 잘못 계산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자동으로 보정해 주
는 기능입니다.

지원

사용자
직접 확인

사용자
직접 확인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을 HTTP, FTP를 이용해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FTP만 지원

지원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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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DEXT

Web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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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Website

구입문의

주소

마케팅사업부 전 영 열 차장
www.dextsolution.com

02-6719-6202 / info@dextsolution.com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1212호

(기술문의 : supportWE@dextsolution.com)

Fax. 02-6499-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