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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사람들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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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사람들
_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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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사람들
_인력구성 현황

(출처 NICE 기업정보,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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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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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 e-Biz 미디어 공공 교육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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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s.co.kr/
http://www.sbs.co.kr/
http://www.mk.co.kr/
http://www.imbc.com/
http://www.ytn.co.kr/
http://www.kt.com/
http://www.ybmsisa.com/
http://www.saramin.co.kr/
http://www.happycampus.com/


제품 소개



제품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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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애널리틱스 4



펄스케이

http://www.imbc.com/


코난 봇



코난 스마트매치



코난 서치 5



코난 리파인더



코난 밈체커

표절 검색

▪ 분산 색인 시스템을이용해 대용량문서 표절 판독 가능

▪ 실시간색인을 통한 판단 오류 최소화

▪ 인용문표절도 제외 처리기능

▪ 문서간표절, 문장별 표절 제공

▪ 인터넷표절 검사 지원(구글, 다음)

비교

▪ 원문과비교대상문서교차 판독

▪ 표절 부분 하이라이팅표시되어한눈에 비교 가능

▪ 비교된문장을 표절 정도에 따라 여러 색으로 구분

조회

▪ 표절율리스트 및 판독 결과에 대해 표절도, 문서 크기 정보, 작성자등 문서
별 표절 정보 조회 가능

▪ 기간별, 그룹별, 주제별 등 다양한검색 옵션 제공

▪ 제출 시각, 마감 시각 검색 통해 표절율 흐름 파악 가능

분석 ▪ 시기별, 과목별, 수강생별표절율 검출 횟수 등 다양한 통계 정보



이지파인더

검색 제반
기술

자동 문서
태깅

폴더 탐색
▪ 찾고자하는 자료의저장 위치를 정확히알고 있거나, 혹은 검색으로찾은
자료와같은 위치에보관된 다른 자료를찾을 수 있도록폴더 탐색 기능을
부가적으로제공함

다국어
검색

▪ 별도의설정을 하지 않아도 문서에포함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를 자동으로인식하여검색 내용에맞게 검색결과로제공함. 

한국어-중국어-일본어(형태소분석기 활용), 영어-터키어(스테머분석기

활용) 등은 자체 개발한언어처리기로분석함



코난 크롤러



코난 디지털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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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미디어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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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센터



연합뉴스, 2014 12 02

미래부 최양희장관, 코난테크놀로지 방문

- “검색솔루션 개발과정 설명 듣는 최양희 장관”

연합뉴스, 2006 10 23

차세대 검색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 제휴

- “SK컴즈, 엠파스, 코난테크놀로지 간담회“

언론 보도

29

고려대 인공지능 연구센터 개소

- 지능정보처리 연구를 위해 코난테크놀로지 참여”

아시아투데이, 2016 03 16

코난테크놀로지, 지능정보기술 대표로 참여

- “지능정보기술포럼 발족...1차 운영위 열어”

전자신문, 2016 04 28

코난테크놀로지, GCS 수행기관으로 선정

- “국산SW 싣고 세계로 가는 기차 ‘GCS’”

아이티데일리, 2015 11 20

ZDNet, 2017 09 04

코난-고대안암병원 MOU
“방사선 치료 예측 시스템 SMART-AI” 개발 협력

전자신문, 2017 12 03

코난테크놀로지 최우수상 수상
“제4회 대한민국 SW제품 품질대상”

연합뉴스, 2018 07 25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초연결 지능화 관련 AI기업 방문

머니투데이, 2018 07 18

코난테크놀로지 '펄스케이'…“
빅데이터 심화분석 서비스로 개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27838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12502019960600001
http://www.etnews.com/20160428000304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71356


사업 연혁

㈜코난테크놀로지 설립

㈜지식발전소 엠파스와 전략제휴

Compaq Korea(현 HP Korea)와 전략제휴, 
엠파스 XP 검색엔진 제공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산업자원부)

해외 지사 설립
(Konan Digital Inc, USA & London)
제4회 대한민국 SW 사업자 대상 경영자상

기술혁신형 이노비즈 기업 선정(중기청),  
㈜SK컴즈, 엠파스와 UCC와
차세대 검색서비스 사업 전략 제휴

네이트, 싸이월드 통합검색 제공,  
동영상검색 서비스 오픈 (SKT)-I, 
디지털 미디어 페스티벌 2007 
고객만족기업 대상(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

New 네이트에 차세대 검색 기술제공

(이미지, 시맨틱 등)

대한민국SW 기업경쟁력 대상 우수상

(지식경제부)
디지털타임스 브랜드파워대상: 
통합검색솔루션 부문

버슨-마스텔러코리아와 소셜 미디어

분석 전략 제휴 .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대통령상 수상 (행정안전부)

제 11회 대한민국 SW 기업경쟁력

대상 특별(지식경제부), 
디지털타임스 브랜드파워대상: 밈체커, 
에스코토스 컨설팅과 기업 명성관리
온라인 브랜드 개발을 위한 전략 제휴, 
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와 소셜 미디어
산업연구 및 학술활동에 대한 전략 제휴

SP(Software Process)인증 2등급 획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TTA 시험인증대상 우수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SW품질대상 우수상 수상

제 14회 대한민국 SW기업경쟁력 대상 우수상
GCS(Global Creative SW)선정
핸디소프트와 검색사업 강화를 위한 전략 제휴

창립 29주년 기념 빅데이터 사업부문
공로상 수상(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대상 지능정보부문 우수상 수상

Top 25 APAC Artificial Intelligent Companies 
2017 선정 (CIO Advisor)
고대안암암병원과 방사선치료예측시스템 개발협력
제 4회 대한민국 SW품질대상 최우수상

온라인 미디어 분석서비스, 펄스케이 리뉴얼 오픈
기획재정부 차관 기업간담회 개최
SP인증 우수사례 표창장 수상
ICT 대상 지능정보부문 대상 수상

Start (1999년~2006년)

Paradigm Shift (2013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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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2007년~2012년)

2017

2018



대외실적_수상

31

Top 25 APAC Artificial Intelligent Companies 2017 선정 (CIO Advisor)

제 4회 SW품질대상 최우수상 수상(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P인증 우수사례 표창(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대상 지능정보부문 대상 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외실적_인증

32



대외실적_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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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병원과 방사선예측 분석시스템(SMART-AI) 개발협력

OGQ와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동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 MOU 체결

국민대학교와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학사상담 서비스(챗봇) 구현에 대한 산학협력 MOU 체결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과 인공지능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푸드테크와 O2O 활용한 AI 챗봇 주문서비스 MOU 체결



주요 지적 재산
_특허/출원



오시는 길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