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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소프트는 소프트웨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간단한 백업





OS백업 Data백업

사이버보안 관리











모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 유선, 이메일, 원격, 방문 지원

• 설치장애, 인증장애 등 트러블 슈팅















Adobe
Cloud로 만나는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앱





고객의 디지털 업무환경을 위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안 커널이 적용된 안전한 OS인 윈도우10 엔터프라이즈 및 Office 365를 활용한 메일보안, 파일관리, 
협업솔루션 제안, 멀티 디바이스 보안솔루션 적용을 통해 기업의 모던 워크플레이스에 기반한 고객 중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계정관리 / Active Directory 이메일 보안 데이터베이스





지능형 코드 완성
- 자동 완성

스마트 개발 환경
- 가독성 & 편의기능

네비게이션
- 검색 & 수정

호환성
– 외부 Tool 연동

리팩토링
- 테스트 & 레거시 코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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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개발자와의 짜릿한 협업!

복잡한 코드를 한눈에!



PackagesActions

Advanced 

Security
GitHub 

Enterprise

Premium Plus

Support
Insights

Learning 

Lab

Transformation 

Services









인프라를 통한 혁신!

클라우드 환경의 자동화



Run

Development

Connect

Networking

Secure

Security

Provision

Operations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단군소프트는 의 국내 공인 파트너로서 기업 정보를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향상된 생산성, 경쟁력 및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공인 파트너

프로세스 자동화 구축 및 컨설팅









Vertica는 현대 데이터 중심의 세상에서 대용량의 복잡한 고급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플랫폼으로, 높은 성능과 고급 분석, 머신 러닝을 보유한 MPP 분산 쿼리
엔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제공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빠른 적재 기능과
효율적 저장 기술로
DW의 성능을 극대화

쿼리 엔진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고급 쿼리 엔진

고급 분석과 머신러닝

고급 분석 호환 기능과
자체적인 대용량에 대한

머신러닝 기능 보유



확장성, 안정성, 대용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구조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Get data quickly enough to act upon it, explore your data interactively,
and enable everyone to make their own data-driven decisions

데이터 볼륨 확장 사용자의 확장

SQL 
데이터베이스

+

Vertica 데이터 분석 플랫폼

+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

고급분석과
머신러닝

쿼리 엔진



SQL 데이터베이스

++
고급분석과 머신러닝

하나의 분석 엔진으로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 모두 적용하여 활용 가능

인프라의 선택 플랫폼 선택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의 선택

가상화 HDFS클라우드 사업자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쿼리 엔진

데이터 위치가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병목이 되지 않는 플랫폼 아키텍처



빠른 쿼리 수행을 위한
병렬 프로세싱 수행

모든 노드가 동등 역할을
수행하여 확장성 보장

MPP 구조
컬럼 기반
스토리지

고급 압축 및
인코딩 기능

최적화 된
프로젝션

컬럼 기반 구조의
저장으로 연산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

약 10개의 압축 및 인코딩
기능으로 디스크 사용률 및

I/O 양 감소

고급 분석을 수행하기에
최적화 된 구조로 물리

데이터 저장



확장성 고성능 정확성

쉬운 SQL 문법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 머신러닝을 수행 가능

버티카의 병렬 처리 기능을 머신러닝에도
적용하여 빠른 성능을 보장

샘플링 된 데이터가 아닌 전수 데이터에 대해
지속적인 학습 수행으로 정확도 높은 빅데이터

분석 달성

병렬 처리 가능한 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요건에 대한
빠른 비즈니스 대응

지속 가능하게 정확도를
높이는 반복 학습 수행



핸드오프 툴의 기준 Zeplin





디자이너가 의도한 색상, 이미지 크기, 텍스트 스타일 등의 정보를 정확한 수치로 변환하여 개발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에서 최종 생산까지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협업을 위한 Tool은 인지도가 높지 않으면 실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Zeplin은 이런 걱정에서 자유롭습니다.

사용하는 Design Tool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면 핸드오프 툴은 무용지물입니다. 
Zeplin은 주요 Design Tool들과 연동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Zeplin은 개발자. 디자이너, 팀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개발자

▪ Zeplin은 개발중인 플랫폼에 맞는 정확한 Spec, 에셋, 코드 스니펫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다양한 협업 앱과의 통합으로 Slack에서는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을 받고 Jira 이슈에 대한 디자인을 볼 수 있으면 에셋, 색상을 IDE로 직접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 Xcode, Android Studio)

디자이너

▪ 한 번의 클릭으로 Skech, Adobe XD, Figma, Photoshop 앱에서 Zeplin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Zeplin을 사용하면 크기나 여백을 수동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많은 시간을 절약합니다.

▪ 컴포넌트, 색상 및 텍스트 스타일을 구성하는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 수 있으며 스타일 가이드를 여러 프로젝트에 연결하면 엔지니어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팀

▪ 디자인에서 직접 메모를 추가하여 아이디어, 의견을 전달하거나 기술적 세부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Zeplin을 Slack 채널, Trello 보드 또는 Jira에 추가하여 팀은 워크플로우 속도를 높임니다.

▪ 조직 전용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팀원 모두 작업할 수 있고 팀원을 빠르게 초대하고,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갖춘 담당자가 직접 기업의 needs를 분석하여 적합한 플랜을 적용하고 관리합니다.

F사 S사 M사 K사

분석
외주 업체와의 소통을 위해 사용 중인
Zeplin 수량을 늘릴 필요 발생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부서 내/외부 보안 강화 필요

Adobe 프로그램 사용량이 높은 기업
Zeplin 사용자 수가 늘어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해진 기업

컨설팅
라이선스 추가가 용이한 Organuzation
Plan 도입

강력한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Enterprise 
Plan으로 도입

Adobe 프로그램과 강력한 연동기능을 가진
Zeplin 서비스 도입 제안

Growing Business 에서 Organuzaion
Plan으로 전환 지원

효과
- 디자인팀/개발팀 간 협업 효율 증가
- 편리해진 프로젝트 자원 관리
- 신규 프로젝트 효율 증가

- 강력한 보안 기능인 SSO인증 도입
- 프로젝트의 무형자산 보호
- 편리한 주앙 집중 관리 시스템 구축

- 간편해진 디자인 파일 공유
- 프로젝트 시간 단축
- 오류 감소로 인해 업무 효율 증가

- 자원관리에 드는 리소스 감소
- 편리해진 라이선스 관리
- 업무 효율 증가

사후관리 - 신규 사용자 사용법 교육
- 이용 사업부 확장에 따른 추가 플랜

컨설팅
- 사전 기초 교육 제공

- 전다 대상 제품 기능 활용 기초 교육
서비스 제공

- 자동갱신 알림 서비스 제공
- 라이선스 추가 구매 지원
- 중급 교육 지원







Azure Pipelines

Azure Test Plans

Issue Build & TestDevelop Artifacts Provisioning Deploy
Version 
Control

Monitor







컨설팅 라이선스 관리 기술지원

















제공 솔루션





글로벌 최고 수준 의도인식 정확도

‘의도인식’ 기술은 대화의 의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한 챗봇의 응답은, 사람처럼 정교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높은 인식률과 높은 재현울을 동시에 획득

AIQ.TALK 솔루션 기반 기술은 단순한 규칙기반이 아닌 규칙 기반과
딥러닝 기반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규칙 기반 의도 분류 딥러닝 기반 의도 분류

• 소량의 샘플 문장으로 의도
규칙 자동 생성

• 대용량 자연어 문장으로부터
학습된 문장 패턴을 이용하여, 
인식률을 극대화하면서 표현을
자동으로 일반화하는 기술

• 난해한 변이 패턴 모델링

• 소량의 샘플 문장으로도 훈련
가능

• 빠른 훈련 속도를 특징으로 함



변칙적인 대화까지 자연스럽게 대응

챗봇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복잡한 상담까지
이제 챗봇으로 대신하세요.

예기치 못한 순서로 대화가 이어지더라도, 

주제와 맥락이 달라지더라도,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응대가 가능합니다.



챗봇 구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혹은 시나리오 구축이 부담스럽다면

기계독해 솔루션으로 간단한 질의응답부터 시작하세요

챗봇을 설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대용량의 문서내용을 바탕으로 챗봇 구현이 필요한 경우

챗봇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고 싶다면

AIP.TALK MRC가 답이 됩니다. 

문서만 입력하면, 자동 답변 생성

사용 매뉴얼부터 고객 FAQ리스트, 규정 및 정책 사항 등의 문서를
업로드만 하면 자동으로 질의응답 솔루션이 구현됩니다.



검색과 명령부터 자동 받아쓰기까지, 음성인식을 적용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세요

최대 99%의 정확도

E-book 인식 오류율 0.9%
뉴스 인식 오류율 2.8%
비디오 클립 인식 오류율 11.6%

난이도가 높은 음성 인식일수록 AIQ.TALK STT의 성능은
월등합니다. 음악을 배경으로 여러명이 말하는 영화/드라마
등 비디오 클립 뿐만 아니라, 소음 환경에서의 전화통화
인식률도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맞춤 약관 내 보장항목 체크

✓ AIQ.TALK MRC

개인 보험/금융 포트폴리오 상품 약관을
학습하여 보장여부, 보장금액 등을 고객
질문에 맞춰 곧바로 응답

적정 지금 여부 검토

✓ AIQ.TALK MRC

약관과 신청 내역 조회를 통한 적정 지금
여부 판별

고객 개인 정보 확인 자동화

✓ AIQ.TALK STT

고객의 목소리를 STT로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DB와 매칭하여 확인합니다.

청약상담 QA

✓ AIQ.TALK STT

상담원–고객 통화 자동 텍스트 변환 및 기록

✓ AIQ.TALK MRC

요건에 맞게 자동 심사 후 누락 사항 안내

약관 QA

✓ AIQ.TALK MRC

필수 사항 기재 여부 확인



DocStory
독스토리는 지능화된 화이트리스트
기술로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코드의
공격에 탁월한 방어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문서를 편집하려는 애플리케이션 경로와
디지털 서명 등을 화이트리스트와 비교하여
지능적이고 능동적인 데이터 입출력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의한 파일 공격 시도가 발생하면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해당 로그를 실시간 서버로
전송하고 관리자에게 직관적인 알림과 보안
상태 정보를 알립니다.

개별 PC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버전이
다를 경우 화이트리스트를 자동적으로
생성하여 운영 관리의 유연화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게 고도화 하였습니다.

✓ 사용자의 실행에 대하여 허용 및
불허에 대한 두 가지 권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의 보안 설정으로 조직의 특성에
맞게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DocStory

✓ 윈도우 드라이버 차원의 엔진
✓ 유연한 데이터 접근성 확보
✓ 주요 데이터 탈취 통제
✓ 설정에 따른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직접 접근 가능
✓ 자동화 화이트리스트 생성



SAP Litmos

가상, 강의실, 모바일 및 소셜 학습을 통합하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인 SAP Litmos 솔루션은 교육 부서, 영업 및
서비스 리더, 안전 및 규정 준수 관리자, HR 팀이 웹 기반의 협업, 작성, 전 세계 배포 및 추적을 지원합니다.



▪ Byte-Sized learning

- 치열한 경쟁시대에 바쁜 직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을 짧은 시간 안에 학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방식

- 짧은 단위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접속하여 학습하는 형태

학습 Module 학습 Course Learning Path Contents Library
(Topic/ Tag)

검색 및
자가 할당

ILT: Instructor-led Training(오프라인)

eLearning

Document(SOP, pdf, ppt, doc etc.) 

Exam/Quiz

System Admin

User

학습 코스 설계 및 할당

다양한 컨텐츠 조합

✓ 컨텐츠 매핑 형식으로 유연한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에
1:多 혹은 多:多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 교육 할당

컨텐츠 재활용

✓ 한번 생성한 컨텐츠를 다른 교육과정 혹은 커리큘럼
매핑을 통한 재활용 가능

교육 할당 방식

✓ Admin 혹은 팀장을 통한 학습자별 강제 할당 , Library
검색을 통한 자가 할당 방식 및 추천
방식(Recommended Course) 설정 가능

✓ 학습자별 조건 생성을 통한 자동 할당 (Litmos Assign 
Rules) 가능

주요 특징



▪ 스마트하고 신속하게 고객, 판매사원, 서비스 직원, 파트너 및 직원 교육을 가능하게하는 온라인 학습 관리 플랫폼으로
강력한 학습 관리 시스템 (LMS), 상거래 플랫폼 및 풍부한 콘텐츠 코스 카탈로그 지원

✓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학습 제공
ppt, pdf, jpg 등 다수 양식의 문서 형태
학습

✓ 실시간 온라인 학습과 연동
( Webinar, Zoom 등 10여개 이상 )

✓ 개인화된 학습과정 제공

✓ 비전문가도 가능한 손쉬운 설계

✓ Open API 제공 등

✓ 다양한 방식의 학습 내용 평가
- 단답형, 복수형, 주관식 등
- 학습 관련 만족도 조사

✓ AI/ML 비디오 평가 및 학습 종료 후 Boost 
평가( pop-quizzes )
- 일정기간 이후 기억 여부 평가

✓ 핫스팟 기술 통한 이미지 평가
- 이미지가 포함 된 대화식 객관식 문제

✓ Prebuilt Report 제공
- 보고서 Excel download, 실시간
사용자 활동
- 맵, 기기 유형, 지역 및 날짜 별
로그인 분석
- 학습자의 지식 벤치 마크 등

✓ 직관적인 리포트 추가 설계 마법사

✓ 분석 리포트를 email  자동 알림 기능

✓ 평점 높은 학습 코스 확인 등



▪ 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개인화 학습 시스템 및 체계 지원으로 방판 영업, 직판영업, 파트너 및 최신 고객 경험 향상 목표
▪ Zoom, Webinar 등 다양한 ILT(Instructor-led training , 강사 직접 진행 교육) 지원

멀티 채널 학습
(Anytime, Anywhere, Anydevice)

Simple UI/UX 디자인 모바일 학습 코스 모바일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