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Leaders

Innovative e-biz Integrated Development Solution

Perfection,
meet the innovative development

완벽함, 
더 효과적인 개발방법 제공과 함께, 더욱 높아진 생산성

디바이스 간 개발환경의 경계를 넘어 멀티플랫폼 지원까지

http://www.iblead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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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리더스와 함께
새로운 IT 혁신을 만들어 가세요

INNO-BIZ 솔루션 전문기업 아이비리더스는 21세기 급변하는 IT시장 환경속에서, 고객사들과 새로운

성공의 길을 함께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IT인프라와 웹관련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발툴, 프레임워크, 컴포넌트 등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면서 

고객사들이 원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필요로 할 비전까지도 제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비리더스는 항상 최신의 기술과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으며, 앞선 기술력을 유지하고

발전 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객사들과

함께 만들고 쌓아 온 노하우와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더욱 더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과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이비리더스와 함께 지금 새로운 혁신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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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도입효과

개발시간의 비약적 단축 및 생산성 향상

IBLeaders

10
YEARS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

+

1700+

CLIENTS
수많은 고객사들의 고객만족 실현

IBSheet만의 Formatted 조회시스템 적용으로 빅데이터 처리 향상

크로스 플랫폼 지원으로 모든 종류의 개발 환경에 적용 가능

웹접근성 문제 해결로 프로젝트 호환성 향상

유지보수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표준 스크립트 기반 제작으로 높은 접근성 보유

다양한 교육을 통한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 보유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기술지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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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Development
개발 편의성 향상

개발 프레임워크와의 손쉬운 연동 가능

표준화된 스크립트 지원으로 웹표준 준수

XML 및 JSON 방식 지원

Various UI Functions
다양한 UI 기능 요소

강력한 그리드(Grid)와 차트(Chart) 기능

확장성이 높은 콤보(Combo) 기능

MDI 탭과 막강한 Maskedit, 고성능의 업로드 기능

Effective Data Handling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

데이터 출력 방식 다양화를 통해 효율성 향상

그룹(Group), 필터(Filter), 트리(Tree), Drag & Drop 기능 제공

IBSheet 고유기술인 Formatted 방식을 도입해 조회속도 향상

Accessibility & Cross-Platform
접근성 및 크로스플랫폼

웹표준 및 최신 웹환경 지원으로 웹 접근성 문제 해결

다양한 OS, 브라우저 지원으로 모든 개발환경에 적용 가능

멀티플랫폼 지원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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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heet Features

IBLeaders

COLUMN
다양한 컬럼타입 지원

컬럼타입 종류

텍스트, 콤보박스, 체크박스, 라디오버튼, 날짜, 숫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등

다국어 자동설정 지원

멀티 트랜잭션(Multi-Transaction) 지원

BIG DATA
빅데이터 처리 기반 제공

향상된 속도의 데이터 조회 기능 제공

LazyLoad 방식으로 자원 절약과 성능 향상

DOC
다양한 문서 연동 지원

엑셀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제공

(대용량 데이터 / 서식)

텍스트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지원

PDF 파일 다운로드 지원

AUTO-CAL
자동 계산, 합계, 소계 지원

자동 합계, 평균 타입 제공

소계/누계 계산 기능 제공

데이터 피벗, 크로스 테이블 기능 제공

페이지 인덱스 방식 제공



TREE
트리 기능을 통한 계층화 지원

계층형 데이터 표현을 위한 방법 지원

레벨 단위별 접기, 펼치기 등 다양한 API 지원

특정 노드 기준, 관련 노드 검색 기능 제공

HEADER
다양한 헤더 기능 제공

소팅, 컬럼이동, 컬럼사이즈 변경, 

전체 데이터 헤더 체크 기능 등 지원

MERGE
헤더 및 데이터 머지기능 제공

각 셀 데이터를 기준으로 Auto-Merge 지원

(전체 머지, 헤더 머지, 컬럼기준 머지 등)

사용자 지정 영역을

강제로 머지할 수 있는 API를 제공

DESIGN
다양한 테마, CSS가이드 지원

시트 관련 다양한 디자인 테마 제공

템플릿 CSS 및 디자인 가이드 제공

CSS 수정을 통한 디자인 적용 가능

숫자, Text, Dropdown List 등 컬럼 종류에

다른 다양한 필터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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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사용 시 소계 기능(합계 비율 제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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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hart Features

IBLeaders

순수 스크립트(Script)기반으로 개발된 IBChart는 IBSheet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웹표준과 호환성을 준수하여 어떤 개발

환경 및 서비스 환경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지원하고 실제 업무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요소들을 API로 제공하여 개발 효율성 및 편의성을 보장합니다.

XML, JSON 형식 지원

차트 위저드(Chart Wizard)를 통한 편의성 향상

IBSheet 및 IB제품군과 연동해서 사용 가능



MDITab
효율적 화면구성을 위한 선택

탭바 위치변경, 동적 탭 추가/삭제/숨김 등

탭별 전환 중에도 탭 내용 유지 및 제어 가능

MaskEdit
다양한 포맷과 효과적인 마스킹

MultiCombo
멀티컬럼 등 다양한 콤보기능

Upload
업로드 지원으로 개발효율향상

멀티 파일 업로드 지원

Drag & Drop을 통한 파일 추가 가능

업로드 유형, 용량, 파일 개수 등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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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ontrol-X Features

MDI모드 기능

(꽉찬 화면, 계단식 정렬, 바둑판식 정렬 등)

다양한 포맷, 마스킹 패턴들의 지원

(날짜, 시간, 실수, 정수 등)

사용자 정의 포맷 지원

(전화 번호, 카드번호 등)

비밀번호 패턴 지원

멀티 컬럼, 다중 선택 기능

체크 박스, 이미지 컬럼 지원

텍스트 자동 완성 기능

기존 업무 화면에 쉽게 삽입 가능(iFrame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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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upport

IBLeaders

IBSheet 7의 완벽함 만큼이나, 더욱 향상된 고객 서비스

아이비리더스의 전문화된 기술지원 시스템과 함께 하세요

Communication
전화, 웹기반 실시간 상담, 원격 접속 지원 등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기술지원 시스템

필요 시 분야별 담당개발자와 상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아이비리더스의 차별화된 기술지원 시스템

Developers

프로젝트 맞춤형 긴급 패치, 업데이트 등 고객사와 프로젝트의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 방안 보유

Efficiency

아이비리더스는 고객사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함께 발전해온 IB Sheet는 이제

고객사의 혁신적인 도약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선도할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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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e-biz Integrated Development Solution

Perfection,
meet the innovative development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51 한화비즈메트로 1501호

대표전화 : 02-2621-2080, E-mail : sales@ibleaders.co.kr

기술지원 : 02-2621-2288, E-mail : support@iblead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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