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ML5 WebsocketChatting service

동글채팅제품소개서



제품 종류

2.1  스탠다드 버전
2.2  엔터프라이즈 버전
2.3  분산형 채팅 솔루션
2.4  실시간 협업 솔루션
2.4  화상/채팅 솔루션

제품개요

1.1  제품소개

시스템 환경 및 기술 스펙

3.1  클라이언트 환경
3.2  서버환경

서비스 활용사례 및 주요 화면 캡처



1. 제품개요
1.1  제품소개

동글 채팅 솔루션은

HTML5기반 웹 채팅솔루션으로 PC,태블릿,스마트폰 모든 디바이스 최신 브라우저 환경을 동시 지원합니다.

동글 채팅 서비스는 인터넷 표준기술인 HTML5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 ActiveX와 같은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없이

사용하는 순수 웹 채팅 솔루션입니다.

Easy 
Chatting

Supported
Muti-Device

Integrated
Mobile 

Environment

데모서비스안내

https://service.dongledongle.com/test

1. 채팅데모페이지

2. 채팅관리자사이트 로그인 ID: admin    PWD: adminadmin

https://chatadmin.dongledongle.com

https://chatadmin.dongledongle.com/


2. 제품종류
2.1  스탠다드 버전 – 단일 라이선스로 제한됨

구분 내용

주요기능

• 채팅 방 개설 제한 없음, 일대일, 일대다 채팅 지원

• 채팅 사용자 수 제한 없음(분산형 지원 안되며 단일 서버 스펙기준 기능 제한 없음)

• 반응형 웹 환경 완벽지원( 표준 브라우저, 모바일 완벽지원)

• 채팅 참여자 목록 제공, Iframe, Layer Popup 연동 샘플제공

• 방장 로그인기능,강제 퇴장,IP 차단 기능제공

• 최근 채팅이력 DB저장 및 입장시 이력출력 기능 제공, 4MB 미만 파일 전송 및 공유 기능 제공

• 고객사 시스템 사용자 정보 연동 채팅 기능제공( 사용자이름,사용자레벨,사용자 인증기능-JWT토큰방식지원)

• 채팅 입.퇴장 메시지 기능 ,채팅이름변경,중복 채팅 닉네임 자동변경기능

• 채팅 폰트크기/종류/색상설정기능,링크URL전송기능

• 채팅이력 클라이언트 HTML저장기능 및 서버 DB내 채팅이력 저장기능 제공

• 채팅이력 DB서버 저장 및 설정기능 제공

• 채팅관리자 사이트 제공,채팅 방 개설 및 관리,채팅 방 모니터링,차단 기능, 채팅이력조회기능,채팅차단정보조회 및 해제기능

• 관리자 공지기능,게시판기능,관리자 아이디관리 기능

제공방식

• 고객사 보유 서버 설치 및 퍼블릭 클라우드 설치 지원( Linux, Windows Server , Public Cloud(AWS,AZURE,GCP,국내

클라우드 환경 지원 )

• Node.js Socket.IO 또는 ASP.NET Core(C#) 서버 사이드 기술로 구현

• 서버 환경 지원(CentOS7,8이상 ,Ubuntu, Windows Server 2012 R2이상 ),RDBMS 지원 ( MySQL,MariaDB,MSSQL)

• 단일 웹서버내 단일 웹사이트(채팅/관리자) 구축 제공 ,분산 및 이중화 지원 안됨, 단일 웹사이트 구축에 한함.

가격
• 1000만원 VAT별도

• A/S 1개월 무료



2. 제품종류
2.2  엔터프라이즈 버전- 라이선스 제한 없음

구분 내용

주요기능

• 스탠다드 버전 전체 제공 기능 포함

• 채팅 방 개설 제한 없음 , 채팅 사용자 수 제한 없음

• 반응형 웹 환경 완벽지원( 표준 브라우저, 모바일 완벽지원)

• 채팅 참여자 목록 제공, Iframe, Layer Popup 연동 샘플제공

• 방장 로그인기능,강제 퇴장,IP 차단 기능제공

• 최근 채팅이력 자동출력 기능 제공, 4MB 미만 파일 전송 및 공유 기능 제공

• 고객사 시스템 사용자 정보 연동 채팅 기능제공( 사용자이름,사용자레벨,사용자 인증기능-JWT 토큰기반 정보연동지원)

• 채팅 입.퇴장 메시지 기능 ,채팅이름변경,중복 채팅 닉네임 자동변경기능

• 채팅 폰트크기/종류/색상설정기능,링크URL전송기능,채팅이력 클라이언트 HTML저장기능

• 요청 시 SSL 보안채널 무상 지원, 요청 시 다국어지원 가능(추가비용발생)

• 웹 푸시 채팅 클라이언트 API 모듈지원(네이티브앱 , 하이브리드앱,고객사 웹 어플리케이션 웹 푸시 알림 기능 제공 가능 )

• 채팅방,채팅방 사용자 정보관리 OPEN API 서비스 제공

• 채팅이력 DB서버 저장 및 설정기능 제공

• 채팅 관리자 사이트 제공,채팅방 개설 및 관리,채팅방 모니터링,차단 기능, 채팅이력조회기능,채팅차단정보조회 및 해제기능

• 관리자 공지기능,게시판기능,관리자 아이디관리 기능, 관리자 채팅방 공지 알림 메시지 기능

제공방식

• 고객사 보유 서버 설치 및 퍼블릭 클라우드 설치 지원( Linux, Windows Server , Public Cloud(AWS,AZURE,GCP) 지원 )

• Node.js Socket.IO 또는 ASP.NET Core(C#) 서버 사이드 기술로 구현

• 서버 지원환경(CentOS 7이상 ,Ubuntu, Windows Server 2012 R2이상 ),RDBMS 지원 ( MySQL, MariaDB, 

MSSQL,Oracle,PostgreSQL)

• 개발소스 제공, 개발가이드 제공, 인계인수교육 지원(2-3시간)

가격
• 2000 만원 VAT별도 ( 설치 웹 서버 대수 제한 없음 ) 분산 및 이중화 지원 안함, 여러 프로젝트/서버 사용 라이선스 제한 없음

• A/S 1개월 무료



2. 제품종류
2.3  분산형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버전

구분 내용

주요기능

• 엔터프라이즈 버전 전체 제공 기능 포함, 분산 및 이중화 지원됨

• 채팅 방 개설 제한 없음 , 채팅 사용자 수 제한 없음

• 반응형 웹 환경 완벽지원( 표준 브라우저, 모바일 완벽지원)

• 채팅 참여자 목록 제공, Iframe, Layer Popup 연동 샘플제공

• 방장 로그인기능,강제 퇴장,IP 차단 기능제공

• 최근 채팅이력 자동출력 기능 제공, 4MB 미만 파일 전송 및 공유 기능 제공

• 고객사 시스템 사용자 정보 연동 채팅 기능제공( 사용자이름,사용자레벨,사용자 인증기능-JWT 토큰기반 정보연동지원)

• 채팅 입.퇴장 메시지 기능 ,채팅이름변경,중복 채팅 닉네임 자동변경기능

• 채팅 폰트크기/종류/색상설정기능,링크URL전송기능,채팅이력 클라이언트 HTML저장기능

• 요청 시 SSL 보안채널 무상 지원, 요청 시 다국어지원 가능(추가비용발생)

• 웹 푸시 채팅 클라이언트 API 모듈지원(네이티브앱 , 하이브리드앱,고객사 웹 어플리케이션 웹 푸시 알림 기능 제공 가능 )

• 채팅방,채팅방 사용자 정보관리 OPEN API 서비스 제공

• 채팅이력 DB서버 저장 및 설정기능 제공

• 채팅 관리자 사이트 제공,채팅방 개설 및 관리,채팅방 모니터링,차단 기능, 채팅이력조회기능,채팅차단정보조회 및 해제기능

• 관리자 공지기능,게시판기능,관리자 아이디관리 기능, 관리자 채팅방 공지 알림 메시지 기능

제공방식

• 고객사 보유 서버 설치 및 퍼블릭 클라우드 설치 지원( Linux, Windows Server , Public Cloud(AWS,AZURE,GCP) 지원 )

• Node.js Socket.IO 또는 ASP.NET Core(C#) 서버 사이드 기술로 구현

• 서버 지원환경(CentOS 7이상 ,Ubuntu, Windows Server 2012 R2이상 ),RDBMS 지원 ( MySQL, MariaDB, 

MSSQL,Oracle,PostgreSQL, REDIS 사용)

• 개발소스 제공, 개발가이드 제공, 인계인수교육 지원(2-3시간)

가격
• 3000 만원 VAT별도 ( 설치 웹 서버 대수 제한 없음 ) 분산 및 이중화 환경지원, 단일 라이센스

• A/S 1개월 무료



2. 제품종류
2.4  분산형 실시간 협업 솔루션 버전- 슬랙 웹버전과 동일기능 제공

구분 내용

주요기능

• 분산형 엔터프라이즈 버전 전체 제공 기능 포함, 분산 및 이중화 지원됨

• 실시간 협업 솔루션 기능제공

• 반응형 웹 환경 완벽지원( 표준 브라우저, 모바일 완벽지원)

• 프론트엔드(리액트 환경) , 백엔드(ASP.NET CORE C#), Redis Backpalin환경 지원

• 채널 생성 및 관리 기능제공, 다이렉트 메시징 기능 제공

• 채널별 실시간 메시징 기능.댓글 기능,파일첨부,이모티콘 기능 제공

• 고객사 시스템 사용자 정보 연동 채팅 기능제공( 사용자이름,사용자레벨,사용자 인증기능-JWT 토큰기반 정보연동지원)

• 실시간 알림 푸시 기능 제공

• 채팅 폰트크기/종류/색상설정기능,링크URL전송기능,채팅이력 클라이언트 HTML저장기능

• Html 에디터 지원

• 웹 푸시 채팅 클라이언트 API 모듈지원(네이티브앱 , 하이브리드앱,고객사 웹 어플리케이션 웹 푸시 알림 기능 제공 가능 )

• 채팅방,채팅방 사용자 정보관리 OPEN API 서비스 제공

• 채팅이력 DB서버 저장 및 설정기능 제공

제공방식

• 고객사 보유 서버 설치 및 퍼블릭 클라우드 설치 지원( Linux, Windows Server , Public Cloud(AWS,AZURE,GCP) 지원 )

• Linux, Windows Server 동시지원 및 ASP.NET Core(C#) 서버 사이드 기술로 구현

• 서버 지원환경(CentOS 7이상 ,Ubuntu, Windows Server 2012 R2이상 ),RDBMS 지원 ( MySQL, MariaDB, 

MSSQL,Oracle,PostgreSQL, REDIS 사용)

• 개발소스 제공, 개발가이드 제공, 인계인수교육 지원(1주일)

가격
• 5000 만원 VAT별도 ( 설치 웹 서버 대수 제한 없음 ) 분산 및 이중화 환경지원, 단일 라이센스

• A/S 1개월 무료



3. 시스템 환경 및 기술 스펙- Linux Server 버전

ㅊ

Client Environment

Node.js(socket.io)

CentOS,Ubuntu Linux

MySQL

Server Environment

http(s)

( html5 web socket )

IE9 이상,모든 표준 브라우저 지원
웹,모바일(네이티브,하이브리드) 지원
반응형 웹 완벽지원



3. 시스템 환경 및 기술 스펙 – Windows Server 버전

ㅊ

Client Environment

Visual C# & ASP.NET 

MVC5 & Signal R

(.NET Framework 4.6)

Server Environment

http(s)

( html5 web socket )

IE9 이상,모든 표준 브라우저 지원
웹,모바일(네이티브,하이브리드) 지원
반응형 웹 완벽지원



ㅊ

Client Environment

Visual C#

ASP.NET Core 3.1(LTS) 

CentOS, Ubuntu

Server Environment

http(s)

( html5 web socket )

IE9 이상,모든 표준 브라우저 지원
웹,모바일(네이티브,하이브리드) 지원
반응형 웹 완벽지원

3. 시스템 환경 및 기술 스펙- Linux 서버 버전2



3. 시스템 환경 및 기술 스펙- 분산/협업솔루션

User Auth/Token Server

Messasing Server (Kestrel) 1

REST API Server(Kestrel) 1

PostgreSQL

Server

Static Web Site Server 1

( React.js SPA )

Messasing Server (Kestrel) 2

Messasing Server (Kestrel) 3

REST API Server (Kestrel) 2

Static Web Site Server 1

( React.js SPA )

Redis Cluster
Message Server Cluster

Static SPA Website Cluster
API Server Cluster

Server Infrastructure ( On-Promise or Public Cloud )

NGINX Reverse Proxy Server

Clustering in Subnet On Virtual Network or Real Network



4. 보유 기술 및 스펙
4.1  프론트 엔드 기술보유 역량



4. 보유 기술 및 스펙
4.2  백엔드 기술보유 역량



4. 보유 기술 및 스펙
4.3  인프라 기술보유 역량



4. 보유 기술 및 스펙
4.4  Database 활용 역량

NoSQL DB

RDBMS



5. 주요 고객사
5.1  최근 프로젝트 및 솔루션 납품내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실시간채팅상담솔루션납품
-2021.11 ~ 2021.1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폭력채팅상담솔루션납품

• 한국수력원자력신고리건설현장 분산형실시간채팅솔루션납품
-2021.07 ~ 2021.09

-한수원신고리건설현장분산형채팅솔루션납품

• 인터엠디의사-제약사WebRTC 화상통화솔루션구축제공
- 2021.06 ~ 2021.12

-헬스케어분야의사-제약사직원간실시간화상통화협업시스템구축

• 인터엠디의사-제약사직원간실시간 웹채팅솔루션제공
- 2021.06 ~ 2021.8

-헬스케어분야의사-제약사직원간실시간화상통화협업시스템구축

• 국제조명 EXPO 박람회채팅솔루션납품
-2021.06 ~ 2021.07

-국제조명엑스포온라인박람회채팅솔루션납품( NODE.JS , MYSQL, CENTOS)

• 현대오일뱅크채팅솔루션납품
-2021.04 ~ 2021.05

-오일뱅크 실시간채팅솔루션납품

• KOREA PACK & ICPI WEEK 2021채팅솔루션납품
-2021.03 ~ 2021.05

- KOREA PACK & ICPI WEEK 온라인박람회채팅솔루션납품( NODE.JS , MYSQL, CENTOS)



5. 주요 고객사
5.1  최근 프로젝트 및 솔루션 납품내역

• SK C&C TOKTOK TV라이브방송시스템 분산형채팅솔루션납품
-2021.03 ~ 2021.07

-SK 주식회사(구 SK C&C 사내 VOD 및실시간방송시스템 TOKTOKTV내분산형채팅솔루션납품계약진행)

• LG유플러스영상제작플랫폼개발및실시간협업시스템구축프로젝트수주진행
- 2021.01 ~ 2021.03

-유플러스차세대비즈니스영상플랫폼및실시간메시징기반영상작업협업시스템구축

• 기부정보관리플랫폼스마트레이저차세대프로젝트수주
- 2021.03.01 ~ 2021. 06.30

-분산형채팅솔루션개발납품( ASP.NET CORE + Oracle )

• 한국관광공사MICE EXPO 채팅솔루션납품
-2020.12 

-한국관광공사비대면이벤트 EXPO행사채팅솔루션납품 ( 행사주관사 : EZPMP )

-CentOS7, MySQL,NginX,Node.js,SocketIO버전

• KTds 실시간협업솔루션개발프로젝트
- 2020.04 ~ 2020.12

-프론트엔드/백엔드개발 (React.js / ASP.NET Core/ Linux CentOS, PostgreSQL)

• 통계청분산형메시징솔루션
- 2020.10.15 ~ 2020. 11. 06

-분산형채팅솔루션개발납품( ASP.NET CORE + Oracle )



5. 주요 고객사
5.2  최근 프로젝트 및 솔루션 납품내역

• 대림 E&C일대일화상통화솔루션
- 2020.11.01 ~2020.12.30

-일대일화상통화솔루션
- WebRTC, Node.js /MySQL 일대일화상통화솔루션

• 병무청논산훈련소채팅솔루션
- 2020.09.01 ~2020.10.30

-논산훈련서실시간채팅통제시스템
- Node.js /MySQL 채팅솔루션

• 늘봄하이브리드앱일대일화상통화솔루션
- 2020.10.01 ~2020.11.20

-일대일화상통화솔루션
- WebRTC, Node.js /MySQL 일대일화상통화솔루션

• 기업은행본사사내방송시스템채팅솔루션납품
- 2020.09.01 ~2020.10.30

-기업은행본사사내방송시스템채팅솔루션납품
- Node.js /MySQL 채팅솔루션

……

• IT교육서비스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클라우드풀스택개발자양성(React,PythonDjango,Cloud) 교육과정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웹앱콘텐츠퍼블리싱교육과정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은행 –클라우드인공지능출장교육
-전주정보산업진흥원 –클라우드서버리스강의
-질병관리청 –클라우드및인공지능활용강의



6. 주요 고객사



7. 서비스 활용 사례

• 하이브리드 App 채팅 서비스 – 새벽편지 서비스



7. 서비스 활용 사례

• 하이브리드 App 채팅 서비스 – 새벽편지 서비스

채팅방 목록 채팅방 참여자 목록



7. 서비스 활용 사례

• 플랫폼 – 실시간채팅/알림서비스 – 스타트업 팀빌딩플랫폼 비긴메이트



7. 서비스 활용 사례

• 코인거래플랫폼 – 증권정보제공사이트 – 레이어 팝업방식



7. 서비스 활용 사례

• SK C&C LIVE 방송시스템 –분산형 채팅 솔루션-실시간공지/설문기능제공



7. 서비스 활용 사례

• 각종 토크 콘서트 – 원순씨에게 묻다 활용사례 – 서울시청 & 수원시청



7. 서비스 활용 사례

• 한국수력원자력- 건설 현장 실시간 메시징 솔루션



7. 서비스 활용 사례

• 온라인 컨퍼런스,박람회- 실시간 메시징 솔루션 제공



7. 서비스 활용 사례

• 실시간 협업 솔루션



7. 서비스 활용 사례

• 실시간 협업 솔루션



7. 서비스 활용 사례

• 실시간 협업 솔루션



8. 주요기능 화면캡처
1. 채팅방 입장- 대화명 설정 기능,자동입장기능 제공,고객사 사용자정보 연동가능



2. 채팅화면 주요 영역 설명

채팅참여자목록보기 환경설정
채팅방나가기

채팅내용입력하기

채팅참여자채팅내역

5. 주요기능 화면캡처



3. 채팅 참여자 목록 제공

5. 주요기능 화면캡처



4. 채팅 환경설정 영역

5. 주요기능 화면캡처



5. 채팅 환경설정 > 채팅설정 > 대화명변경 및 채팅 폰트 설정 기능 제공

5. 주요기능 화면캡처



6. 채팅 환경설정 > 저장설정 > 사용자 컴퓨터 채팅이력 html저장기능 제공

5. 주요기능 화면캡처



7. 채팅 환경설정 >방장설정 > 방장로그인> 권한보유체크 기능

5. 주요기능 화면캡처



8. 채팅 환경설정 > 방장로그인 후 채팅참여자 강퇴 처리 및 IP차단기능 제공

5. 주요기능 화면캡처



9. 메시지 입력 알림 기능 제공- 채팅대상 키 입력 중 실시간 알림기능

5. 주요기능 화면캡처



- 채팅 방 나가기 기능

5. 주요기능 화면캡처



10. 채팅 관리자 사이트 제공

5. 주요기능 화면캡처

http://chatadmin.dongledongle.com

아이디: admin   암호 : adminadmin

http://chatadmin.dongledongle.com/


11. 채팅방 채널정보 관리 – 채팅방 생성 및 모니터링기능 제공

5. 주요기능 화면캡처



12. 채팅방 모니터링 및 운영자 메시지 보내기

5. 주요기능 화면캡처



13. 채팅방 모니터링 – 채팅 참여자 강퇴 및 IP차단 처리하기

5. 주요기능 화면캡처



14. DB채팅이력 정보조회 기능

5. 주요기능 화면캡처



15. 채팅방 강퇴목록조회 및 IP차단해제 기능

5. 주요기능 화면캡처



16. 관리자 사이트 계정관리기능

5. 주요기능 화면캡처



17. 관리자 사이트 게시판/게시글 관리기능

5. 주요기능 화면캡처



개발사 및 개발자 소개

새로운 기술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MSoftware”
이제는 한분야에서 깊이 있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들을 융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에 적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마켓 딜리버리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IT기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엠소프트웨어는 반응형 웹 개발 서비스에서 부터 HTML5 웹채팅개발,WebRTC기반 화상채팅서비스,인공지능 챗봇 개발
,Azure를 포함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운영 등 웹 과 모바일,클라우드 분야의 융합기술역량 및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도서 집필 출간 및 MVP로서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교육 및 강의, 유/무료 기술보급 활동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Family Site
- https://msoftware.co.kr 엠소프트웨어 회사 홈페이지
- https://www.timetodev.co.kr 융합기술정보제공 플랫폼(베타서비스)
- http://dongledongle.com 웹채팅(WebSocket) 및 화상채팅(WebRTC) 솔루션
- http://webrtcmaker.com 화상 채팅/회의,화상통화 솔루션
- http://www.chatbotmate.com 인공지능 챗봇 솔루션

http://mixedcode.com 개인 기술 블로깅 사이트

AI MVP 2019-2022

https://msoftware.co.kr/
https://www.timetodev.co.kr/
http://dongledongle.com/
http://webrtcmaker.com/
http://www.chatbotmate.com/
http://mixedcod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