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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5 하이브리드(Hybrid) 솔루션

DEXT5는 현재와 미래의 웹 환경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솔루션입니다.

DEXT5 솔루션은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는 HTML5 기반의 하이브리드(Hybrid) 솔루션입니다.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Non-ActiveX 방식으로 5대 브라우저를 완벽하게 호환하며, 플랫폼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적용

가능한 웹 컴포넌트입니다.

차세대 웹 표준인 HTML5를 지원하고 동시에 기존 웹 환경도 지원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웹 기반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웹 환경의 표준 제시



무제한의 파일을 전송 할 수 있는 웹 컴포넌트로써 HTML5 표준을 기반으로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을 준수하는 국내 최초의 상용화 솔루션입니다.

DEXT5 Upload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멀티 플랫폼(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및 Mac)뿐만 아니라

모든 브라우저 (IE, Chrome, Safari, Firefox, Opera 등)에서 파일 전송을 지원합니다. 

DEXT5 소개 파일 전송은 꼭!! 차세대 솔루션 DEXT5



검증된 파일전송 솔루션

웹 표준, 웹 접근성을 고려한 차세대 웹 환경에 최적화된 파일 전송 솔루션으로 다양한 사이트 구축

을 위한 필수 컴포넌트입니다.

• 수 년간의 파일전송 관련 기술의 노하우 적용

• 멀티 OS 및 브라우저를 고려한 설계

• 속도, 안정성 (스레드 기술) 등 최고의 전송 환경 제공

• HTML5 표준 기술 기반 제품

•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한 제품

• 현재 및 미래 웹 환경도 완벽 지원

표준 파일 전송 솔루션 DEXT5 Upload는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솔루션 입니다.

제한 없는 파일 용량
DEXT5 Upload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한대 용량 파일을 안전하고 빠른 속도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PC, 테블릿, 모바일
DEXT5 Upload는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에 맞추어 웹과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DEXT5 필요성 파일을 전송하고 싶으면 어디든지 DEXT5

미래를 위한 솔루션



DEXT5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최신 표준인 HTML5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으

로 아래와 같은 시스템(클라이언트) 사양이 요구됩니다. 

• 안드로이드(Android) 4.3 젤리빈 이상

• iOS 7 이상

• BlackBerry, Windows Phone 최신 권장

데스크톱(Desktop) 환경

Internet Explorer  7 이상 (10 이상버전 추천)

Chrome 최신 버전 (30 이상)

Firefox 최신 버전 (30 이상)

Opera 최신 버전 (26 이상)

Safari(MAC용) 최신 버전 (6.1 이상)

테블릿 및 모바일 환경

DEXT5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최상의 기술과 노하우의 집합체 DEXT5



파일 전용 Proxy 서버 지원무한대 용량 파일 전송 Non-ActiveX

DEXT5는 HTML5 스팩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파일 전송 시 RFC1867 표준 준수

• 파일 전송 상태 표시

→ 전송할 총 파일 크기, 전송된 파일 용량, 총 파일 개수, 전송된 파일 개수, 전송 속도, 예상 종료 시간 등

• 파일 총 크기 제한, 특정 파일 확장자 Filter 기능 등

• Http, Https(SSL) 모드 지원

• 다국어(한글,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본어) 기본 지원 (별도 언어 추가 기능)

• 최대 파일 첨부 개수 제한 기능

• 전체 및 개별 파일 전송 표시 기능

• Drag & Drop 파일 선택 지원

• WebLogic, WebSphere, Jeus, Tomcat, Resin, Apache, Jboss, Spring, Struts, WebtoB, IIS 등 대부분 웹 서버

및 Framework 지원

• 다양한 스킨(기본 12개) 제공 및 사용자 정의 무한대 스킨 추가 기능 제공

• 이어받기 기능 지원

DEXT5 주요 기능 강력한 차세대 파일 전송 솔루션 DEXT5



DEXT5 보안 기능 : FED : File Extension Detector 강력한 보안 전송 기능을 지원하는 DEXT5

덱스트5의 File Extension Detector는 국내 최초의 파일 확장자 변조 탐지 기능으로 파일의 원본 데이터 내

용과 확장자가 일치하는지를 탐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확장자 변조를 통한 사이버 공격을 방지할 수 있으며, 회사 내부 및 시스템에서 정확히 허용된 확

장자 파일 포멧만을 파일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국내 최초
파일 전송 솔루션에 적용된 확장자 변조 탐지 기능

모바일 환경 지원

빠른 탐지 보장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암호화된 파일 탐지 지원

클라이언트/서버 동시 지원

지원 확장자

문서 파일 • doc,docx,xls,xlsx,ppt,pptx,hwp,hwpx,pdf,rtf

이미지 파일 • bmp, jpg, png, gif, tif, wmf, emf, dwg, psd

미디어 파일
• mp4,swf,flv,avi,wmv,wma,asf,mp3,mov,mid,mpg,ra,ram,iso, 
3gg,3gp,3g2,m4v,rmi,cda,wav,qcp,ogg,oga,ogv,ogx,midi,isz,
flac,aiff,mkv,mka,mds,mpc,vob,acc,ape,mmf,dmg,img,

압축 파일 • zip,jar,rar,tar,tgz,gz,z7,bz2,egg

일반 파일
• mdb,msg,pst,cab,chm,eml,hlp,lnk,ttf,mdf,ico,cur,xmp,com,

exe,dll,ocx,lib,msi,obj,ps,eps

확장자는 계속 업데이트 되며, 회사 내의 고유 파일 포멧의 경우 별도 지원 가능



DEXT5 보안 기능 : FDI : File Data Integrity 강력한 보안 전송 기능을 지원하는 DEXT5

덱스트5의 File Data Integrity는 파일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능으로 전송 전의 파일 데이터와 전송 완료 후

의 파일 데이터가 100% 같은 파일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파일 데이터 전송 중에 열악한 통신 환경의 노이즈 데이터 삽입 및 손실 문제나 트래픽 구간에서의 데이터

위변조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탐지 할 수 있습니다.

해쉬 함수(Hash Function)란 ?

(Secure Hash Algorithm)
SHA-2

해쉬 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 받아 고정된 길이의 해쉬값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입력 메시지에 대한 변경할 수 없는 증거값을 뽑아냄으로써 메시지의 오류나 변조를 탐지할 수 있는 무결성을 제
공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
최근 SHA-0과 SHA-1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SHA-2를 사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발췌

+ Shared Secret Key = MAC : Message Authentication Code
Hash-based MAC

DEXT5 Upload 해싱 알고리즘

DEXT5 Upload에는 가장 강력한 SHA-2 및 Shared Secret Key를 적용한 최고 수준의 해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일 전송 중에 실시간(Real-Time) 해쉬 추출 기능 지원



DEXT5 보안 기능 : File Data Encryption 강력한 보안 전송 기능을 지원하는 DEXT5

덱스트5의 File Data Encryption은 파일을 암호화하여 전송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파일의 전송 중에 발생 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노출이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암호화 프로세스

Encrypted File Upload

Encrypted File Download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전송 중 실시간(Real-Time) 암호화 지원

강력한 AES 알고리즘 적용

실시간 암호화를 통한 빠른 속도 제공

DEXT5 Upload에는 강력한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AES 알고리즘이란 ?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에 의해 제정된 암호화 방식으로 미국 표준 블록 암호였
던 DES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0년 새로운 미국
표준 블록 암호로 채택된 128bit 블록 암호이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발췌



DEXT5 보안 기능 : Basic Security Options 강력한 보안 전송 기능을 지원하는 DEXT5

덱스트5의 추가적인 보안 옵션은 관리자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시스템 환경에 맞게 선택적

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장자 필터(Filter) 기능

고객들은 DEXT5 Upload와 함께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모든 파일을 첨부 할 수 있는 모든 파일(*.*) 첨부이며, 첨부 가능한 허용 확장자 필터와 첨부 불가한 확장자 필
터 2가지 방법으로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파일 노출 제한 기능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XML로 구성된 환경설정 파일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로드하여 사용되는데 고객사의 보안성 검
사 및 상황에 따라서 XML로 구성된 환경설정 파일의 정보를 트래픽 구간에서 숨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DEXT5 
Upload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서 환경설정 파일을 서버사이드에서 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URL 노출 방지 기능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는 사용자의 PC 또는 디바이스에서 URL 형태로 서버로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이때
요청하는 URL의 트래픽 구간에서 노출되거나 해당 URL으로 직접 다운로시 할 수 있는 경우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DEXT5 Upload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스텀다운로드(Custom Download)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URL에 포
함되는 파라이터를 인코딩하여 서버에 요청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EXT5 전송 프로세스 대용량을 넘는 무한대 파일 전송 DEXT5

• 검증된 서버 파일 처리(RFC 

1867 준수)

• Java, C#, ASP 개발 언어

지원

• Cross-Platform 지원

• RFC1867 표준 준수

• HTTP 또는 HTTPS 지원

• 전송 진행률 등 상세 정보

표시

• 각 파일 별 프로그래스바

• Drag & Drop 지원

• 파일 선택 다이얼로그

• 선택가능 파일 Filter 제공

• 총 개수 및 용량 제한 지원

• 개별 파일 용량 제한 기능

클라이언트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를 통하여 서버에 파일을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클라이언트 업로드/다운로드 서버



DEXT5는 직관적이고, 다양한 파일 선택 유저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기본 스킨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CI 및 이미지 패턴에 따라 사용자 정의 스킨 UI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DEXT5 파일 선택 UI 파일 전송 솔루션의 새로운 강자 DEXT5



DEXT5는 직관적이고, 다양한 파일 전송 유저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기본 스킨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CI 및 이미지 패턴에 따라 사용자 정의 스킨 UI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DEXT5 파일 전송 UI 화려하고 직관적인 유저인터페이스 DEXT5



DEXT5는 각 브라우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파일 열기 및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안정

적인 파일 전송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화면

DEXT5 다운로드 UI 브라우저 표준 기능을 사용하는 DEXT5

IE

Firefox

Chrome

Opera

Safari



DEXT5는 파일 전송 전에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과 이미지 전용 파일 업로드/다

운로드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보기 모드를 지원한다.

주요화면

썸네일 보기 모드 지원 외 다양한 이미지 보기를 지원하는 DEXT5

 썸네일(Thumbnail) 보기 모드

이미지 미리 보기 

• 썸네일 크기는 원하는 크기의 가로 X 세로 지정 가능

• 지원 이미지 포멧은 bmp, jpg, jpeg, png, gif, tif, tiff 

리스트 정렬(Sort) 기능 및 순서 변경 기능



DEXT5 플러그인 – 파일 업로드 IE 환경에서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DEXT5

DEXT5의 플러그인 실행 모드는 국내 웹 환경을 고려한 기능으로 모든 IE 버전에서 구동되며, 사용

자 중심의 다양한 편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화면

1. “파일추가” 버튼을 이용

2. 컨텍스트(Context)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3. 탐색기에서 Drag & Drop 

4. 마우스 더블 클릭을 사용하는 방법

5. 폴더 또는 파일을 탐색기에서 복사(Ctrl+C) 후

붙여넣기(Ctrl+V) 하는 방법

6.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또는 그림판의

이미지 복사 후 붙여넣기(Ctrl+V) 하는 방법

7. 폴더 선택으로 파일 첨부하는 방법

1. 2가지 기본 스킨 및 사용자 스킨 지원

2. 파일 업로드 중 “일시정지“ “다시시작” 지원

3. 각 파일별 업로드 상태 프로그래스바 표시

4. 바로 인쇄 기능 지원

파일 선택 (첨부) 방법 7 가지

파일 업로드 주요 기능



DEXT5 플러그인 – 파일 다운로드 다양하고 직관적인 편리 기능 제공 DEXT5

DEXT5의 플러그인 실행 모드는 국내 웹 환경을 고려한 기능으로 모든 IE 버전에서 구동되며, 사용

자 중심의 다양한 편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화면

1. “파일보기” 또는 “파일저장＂ 버튼을 이용

2. 리스트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을 이용하는 방법

3. 콘텍스트(Context)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1. 12가지 기본 스킨 및 사용자 스킨 지원

2. 파일 다운로드 중 “일시정지“ 기능

3. 각 파일별 업로드 상태 프로그래스바 표시

4. 파일 저장 후 바로 열기(보기) 기능 지원

5. 파일 저장 시 중복 파일명 처리 2가지 지원

6. 파일 저장 시 기본 폴더 지정 기능 지원

7. 파일 저장 후 저장 폴더 탐색기 실행 기능

8. 바로 인쇄 기능 지원

보기 및 저장 방법

파일 다운로드 주요 기능



DEXT5 플러그인 – 이어 올리기/이어받기 이어 올리기/이어받기를 지원하는 DEXT5

DEXT5는 파일 이어 올리기/이어받기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대용량의 파일 전송 시 재전송에 따른

시간 및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고, 업로드/다운로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화면

-. 파일 다운로드 중 “취소”나 네트워크 단절 후 다시

다운로드 요청 시 자동으로 이어받기 기능 지원

-. 파일의 전체 크기 중 다운로드 잔여 크기 표시

-. 덮어쓰기 : 처음부터 다시 다운로드 진행

-. 자동 이름변경 저장 : 파일명 중복되지 않게 자동

생성 후 다운로드 진행

파일 이어받기

-. “이어 올리기” 를 선택하면 전송된 다음부터

파일을 계속 전송

-. “다시 올리기＂를 선택하면 처음부터 다시

파일을 전송

이어 올리기



DEXT5 플러그인 – 폴더 구조 업로드/다운로드 폴더 업로드/다운로드를 지원하는 DEXT5

DEXT5는 파일 단위가 아닌 폴더 구조를 유지하면서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주요화면

-. 폴더 구조를 유지 상태로 다운로드

-. 폴더 내의 폴더가 있는 경우 Depth와 관계없이 폴더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운로드 지원

폴더 구조 다운로드

-. 폴더를 선택해서 업로드 하는 경우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을 전송

-. 모든 폴더와 파일 구조를 유지하며 업로드 지원

(하위 폴더 Depth 관계없이 업로드 지원)

폴더 구조 업로드



DEXT5 플러그인 – 네트워크 단절 자동 연결 기능 어떤 상황에서도 전송을 완료하는 DEXT5

DEXT5는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중에 네트워크 단절 등의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자동으로 복구 기

능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파일 전송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주요화면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중에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 발생 시 이를 자동 탐지하여

작업 진행 계속 여부 확인 기능 지원

네트워크 단절 시 자동 탐지

-. 파일 전송 중에 네트워크 단절이 발생해도

계속 자동 연결 기능을 통해 업로드/다운로드를

완료 할 수 있는 기능 지원

업로드/다운로드 완료 시까지 자동 전송



DEXT5 플러그인 – 주요 기능 사용자를 배려한 최고의 제품 DEXT5

DEXT5는 타사 제품과 차별화된 하이브리드(Hybrid) 솔루션으로 기존 환경과 미래 환경을 동시에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최고 솔루션입니다.

환경 설정

2가지 보기모드

폴더 Drag & Drop

폴더의 모든 하위 파일 첨부



DEXT5 제품은 웹 표준 및 플러그인 전용 모드 등 모든 데스크톱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발된 제품으로 아래와 같은 런타임(동작) 모드를 지원합니다.

런타임(동작) 모드 서버의 환경설정 파일(XML)에서 설정가능

모드 설정 값 설 명 비 고

HTML5

• DEXT5의 기본값
• Non-ActiveX로 구동되며, HTML5를 지원하지 못하는 IE 9이하 버전의

경우 자동으로 HTML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동작

IE6, IE7, IE8, IE9
버전에 해당

IEPLUGIN

• 모든 IE 버전이 플러그인 모드로 동작
• IE 이외의 환경에서는 HTML5 모드로 자동 전환 IE 브라우저만 해당

버전 + IEPLUGIN

• 지정 버전 이하에서만 IE 전용 플러그인 모드로 동작
• 지정 버전 상위 및 그 외 환경에서는 HTML5 모드로 자동 전환
• HTML5를 지원하는 IE10 이상의 IE 브라우저도 플러그인 모드로 동작

지정 버전 IE 브라우
저만 해당

테블릿 및 모바일 환경에서는 런타임(동작) 모드 설정 값에 관계없이 모두 HTML5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동작합니다.

DEXT5 런타임(동작) 모드 모든 환경에서 실행되는 DEXT5



공공/대학교/단체기관

고객 만족도 120% 제품 DEXT5주요 레퍼런스

DEXT5 Upload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국내 유수 기업체 등 현재 다수의 곳에서 DEXT5 Upload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UKapbVXRdifbPM&tbnid=uC0vJCY3g4wzsM:&ved=0CAUQjRw&url=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oochoo&logNo=120101472376&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ei=USP3UYKkEI2hlQWQkYAI&psig=AFQjCNE308-gLaF-HVTklwpwuXpIIojpgQ&ust=1375237282080000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Qv7JCg2jxkdBEM&tbnid=Kt-u6ni8mhlnkM:&ved=0CAUQjRw&url=http://www.mof.go.kr/&ei=ECT3Ud6xK4XGkAXWtoHYBA&psig=AFQjCNFTiuj1h3Id6yZ4yPYt_FSFczBDjw&ust=1375237511117085


일반기업

고객 만족도 120% 제품 DEXT5주요 레퍼런스

DEXT5 Upload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국내 유수 기업체 등 현재 다수의 곳에서 DEXT5 Upload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XwYTsf6glYwmmM&tbnid=3rbXU51fa1H-6M:&ved=0CAUQjRw&url=http://www.happycolor.com/Cian/CianL/fm_cont.asp?idx=13255&ei=eRf3UeCVEIjMkwWsroHwAQ&psig=AFQjCNGsy_2PA0yA6gPSx9JDh3lncJ5Ekw&ust=1375234286586666


DEXT5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라이선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DEXT5 라이선스

- 라이선스 기준은 사용 도메인 수의 기준입니다. (***.domain.com 형태의 2차 도메인만 가능)

- 대량 구매 또는 Solution License, Site License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제품을 구매하시면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 간 유지보수를 지원받게 됩니다.

• 유지보수에는 업그레이드(동일 버전), 패치 업데이트, 온라인 기술지원이 포합됩니다.

• 유지보수가 만료된 경우, 1년 유지보수 라이선스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시간 : 월~금 09:00~18:00 (이 후 문의는 익일 처리)

라이선스

기술지원 안내

인트라넷용 (최소 100Users) - 사내 업무 시스템용 라이선스(그룹웹어, 결재, KMS, EDM, 경영정보, ERP, PLM, 제안시스템 등)

인터넷포탈용 (사이트 단위) - 인터넷 포털 및 웹메일 등 불특정 다수 대상(홈페이지, 웹 메일, 웹 게시판, 커뮤니티, 블로그 등)

라이선스 정책 합리적인 라이선스 정책 DEXT5

관리자용 - 시스템 관리용, 웹사이트 개시용 유저 라이선스, 도메인 단위 구매



DEXT5 제품은 국내 IE 환경 및 HTML5 최신 웹 표준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DEXT5 제품 활용의 예 DEXT5 Editor + DEXT5 Upload



감사합니다

담당자 | sales@ideatec.co.kr | 02-6952-916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길 51 202호(역삼동, 미림빌딩) Tel. 02)6952-9160, Fax. 02)6952-9161

구매/견적문의 홈페이지

http://www.ideat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