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하집수 로으간시실 를ataD laicoS 의양 한대방 는하가증 게르빠 로위단 억 는러롤크 셜소 난코
다양한 종류의 Social Data를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현재 트위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페이스북이나 미투데이 등으로 수집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빠른 빅데이터 수집기 ‘코난 소셜 크롤러’
트위터 등 Social Data를 수집·모니터링하여, 급변하는 Trend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KONAN Social Crawler’ 

빠른 빅데이터 수집기 ‘KONAN Social Craw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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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SNS 위기 대응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빅데이터 활용

수집 모니터링 통계

Crawl Big data
in Realtime!

Tel : 02-3469-8555    Fax : 02-3469-8599 
www.konantech.co.kr   konan@konantech.com



미래 검색기술의 지속적 R&D       미래 검색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Unstructured Data의 수집, 
분석, 검색, 관리의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풀 제품 라인업

1,800+ 레퍼런스      1800 회 이상의 프로젝트 경험이 축적된 제품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 교육, 
금융, ICT, 쇼핑, 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레퍼런스와 Domain Knowledge 보유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 지원      여러 채널의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 내 시
스템과 상호 연동 지원(포털, CMS, ERP, 그룹웨어, CRM, VOC, BI 등)

1,000 + 고객 유지보수체계 운영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며 12명의
고객 서비스조직과 이슈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신속하게 응대

Search & Analytics Leader - 

Real time
실시간 수집 시스템 대시보드

코난 소셜 크롤러에 로그인하면 대시보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는 실시간 트윗, 
수집 통계, 검색어 등록 현황 등 시스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타겟 계정
수집한 SNS의 ID와 Follower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코난 소셜 크롤러가 작동하면서 수집한 계정이 
자동으로 추가 됐을 때 이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임의로 타겟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타겟계정의 Follower의 목록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심 검색어
수집을 희망하는 대상 키워드를 관심 검색어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관심 검색어를 등록하면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포스트를 코난 소셜 크롤러가 수집합니다.

통계
수집된 포스트의 일별/시간대 별 통계나 등록된 타겟계정 유효성, 계정 별 수집형태 등 수집된 데이터의 
다양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의 시각적 전달력을 높여 이용자가 쉽게 데이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통해 제공합니다.

억 단위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해 
안전하게 저장, 관리

1.  수집
• 실시간 수집
• 주기적 수집
• 검색 수집
• 사용자 수집
2.  저장
• 1억 건 이상의 빅데이터 저장
• 중복데이터 제거
• 데이터 백업
3. 관리
• 대시보드, 통계
• 수집환경 설정
• 사용자관리
• 시스템관리

•

 

포스트 별, 사용자 별, 일자 별, 
시간대 별 통계 조회

•

    

리스트, 유선형, 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 그래프로 시각적 정보전달 요소 강화

Why
KONAN?

Customer’s needs?
특장점
웹 크롤러 기술기반으로 기능과 성능이 BIG!
코난 소셜 크롤러는 억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데이터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과 솔루션 성능을 최적의 상태에서 구현

빅데이터를 위한 강력한 수집 기능
• 빠르게 생산되고 확산되는 소셜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지원
•한국의 트위터 사용자가 생성하는 일평균 트윗500만 건을 하루 안에 수집 지원

뛰어난 시스템 연동성 및 확장성
•

 

검색솔루션, 분석솔루션 등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계하여 구축 가능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확장 방안 지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요 기능

Big data 
억 단위로 빠르게 증가하는 방대한 SNS를 모두 수집할 수 없을까?

Real - time collect   
SN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없을까?

Stable system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 저장 할 수 없을까?

억 단위의 SNS를 수집하는 코난 소셜 크롤러 -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고 고객의 인사이트를 발견하여

당신이 한발 앞서갈 수 있는 Best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ig data   Real-time Coll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