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전용 어플라이언스 

Distributed by T3Q 



는 AI전용 어플라이언스입니다.  

AI전용 어플라이언스에는 NVIDIA GPU와 T3Q.ai의 AI플랫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AI 대용량 아키텍쳐를 위한 전용 어플라이언스 

All-in-One 

A1000 A2000 

A5000 



AI 전용 어플라이언스 - 올인원 장비 

A1000 

A2000  

A5000  

출고 시에 SW 라이선스는 장비에 각각 탑재되어 출시됩니다. 



엔터프라이즈 형태의 구축 

Fail Over 

Auto Load 
Balance 

All-in-One 



기존 구축된 빅데이터/DW/DB와의 통합 구축이 가능합니다. 

Auto Load Balance 
Fail Over 

Auto Load Balance 
Fail Over 



확장성이 보장된 스태킹 형태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A1000 x 4 A1000  x 8 



는 기존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A-BOX의 장점과 잇점 

Out-of-the-box 
optimization 
• GPU를 장착하여 ML 

 학습속도를 보장 

  

설치후 바로 사용 가능 

 

ML기반 업무를 실시간으로 

지원 

Speed 
AI uses with ease 
 

엑셀처럼 ML알고리즘을 손쉽게 
사용 

 

데이터전처리 기능 

 

학습과정/학습결과 확인 기능 

 

API배포 기능 

Simplicity 



A-BOX 주요기능 

-Setup Wizard – Configured in 1 minute, with 4 steps 

-Plug & Play – Latest T3Q.ai pre-installed 

-App pre-installed – Setup free! 
 Hadoop Connect 

 DB Connect 

-Intuitive Administration User Interface 



A-BOX 주요기능 
Web-based User Interface(Main) 



A-BOX 주요기능 
Web-based User Interface(학습모델설계) 



A-BOX 주요기능 
Web-based User Interface(학습과정) 



A-BOX 주요기능 
Web-based User Interface(학습결과) 



A-BOX 주요기능 
Web-based User Interface(API배포) 



공급모델 

규모별 모델과 추천 소비자 공급단가 

A1000 – 78,000,000(별도) List – 390,000,000  

A2000 – 156,000,000(별도) List – 900,000,000 

A5000 – 287,000,000(별도) List – 1,650,000,000 

(데이터셋 제작 및 실시간 처리는 별도임) 



A-BOX 사용자교육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1. 매월 정기 무료 교육(1day) 
 
- ML 알고리즘 개요 
- ML 알고리즘 활용 
- T3Q.ai 사용교육 
- 데이터셋 활용 실습교육 
- 노트북 지참 
 
2. 관리자 심화 교육(3Day) 
- 고객사 대상 심화교육 제공 

  



보다 빠르고 쉬운 AI를 지향합니다. 

Distributed by T3Q  

Contact : SeungHun Lee, 010-9338-6400,  
sean.lee@t3q.com  

mailto:Sean.lee@t3q.com


챗봇 어플라이언스 

Distributed by T3Q 



는 챗봇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챗봇 어플라이언스에는 챗봇엔진과 최적화된 H/W가 장착된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구축시 대용량 아키텍쳐를 위한 전용 어플라이언스 

All-in-One 

T1000 T2000 

T5000 



챗봇 전용 어플라이언스 - 올인원 장비 

T1000 

T2000  

T5000  

출고 시에 SW 라이선스는 장비에 각각 탑재되어 출시됩니다. 

BOX 
ChatBot  



T-BOX의 장점과 잇점 

Out-of-the-box 
optimization 
• 챗봇엔진의 대화 속도를 보장 

 

• 시나리오 제작후 즉시 반영 

 

• 대화셋 수정후 즉시 반영 

 

• 원천데이터 주입후 즉시 반영 

  

 

Speed 
AI uses with ease 
설치후 바로 사용 가능 

 

쉬운 대화셋 제작 

 

용어사전 및 검색 엔진 제공  

 

AI와 즉시 연동 

Simplicity 



T-BOX 주요기능 

•Setup Wizard – Configured in 1 minute, with 5steps 

•Plug & Play – Latest Chatbot pre-installed 

•App pre-installed – Setup free! 

–DB Connect 

–AI 연동 
•Intuitive Administration User Interface 



T-BOX 주요기능 
Web-based User Interface(시나리오제작) 



T-BOX 주요기능 
Web-based User Interface(시나리오제작) 



T-BOX 주요기능 
Web-based User Interface(대화셋) 



T-BOX 주요기능 
Web-based User Interface(패턴+검색 활용) 

검색엔진과 연계하여 답변 대화셋에 없는 유사 답변 검색 

결과 제공 

검색엔진외 일반 DBMS 연계도 지원함으로 인사정보나 

사규 등의 업무 시스템 알림 챗봇 활용도 가능함 



T-BOX 주요기능 
Web-based User Interface(챗봇) 

과태료 금액과 관련된 질문 유도 목록 

신호위반 과태료 질의 

승용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 답변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줌 

위반장소에 따라 과태료도 다르다는 것을 알려줌 

승합자동차 질의 

승합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 답변 

위반장소에 따라 과태료도 다르다는 것을 알려줌 

썬팅 과태료 얼마인지 질문 

썬팅 과태료 20,000.원 임을 알려줌 

중앙선침범 과태료 얼마인지 질문 



공급모델 

규모별 모델과 추천 소비자 공급단가 

T1000 – 72,000,000(별도), 10ch이하, List 440,000,000 

T2000 – 142,000,000(별도), 100채널 이하, List 1,000,000,000 

T5000 – 215,000,000(별도), 100채널 이상, List 1,750,000,000 
 

(대화셋 및 시나리오 제작 별도임) 



Copyright ⓒ 2018 UNIWIDE LIMITED 

T-BOX  개요 

T1000 T2000 T5000 

 Intel Xeon E5-2609 2.40GHz 4Core * 1개,  
8GM/M , 1U 

 Intel Xeon E5-2609 2.40GHz 4Core * 2개,  
32GM/M, 1U 

  

Intel Xeon E5-2609 2.40GHz 16 core,  
128G M/M , 1U 

 

http://www.uniwide.c/
http://www.uniwide.c/
http://www.uniwide.c/
http://www.uniwide.c/
http://www.uniwide.c/
http://www.uniwide.c/


AI 전용 어플라이언스와 쉽게 연동 

A1000 

A2000  

A5000  

AI 어플라이언스 연동하여 AI기반으로 확대 구축 
(실시간 처리는 별도임) 

음성인식 모듈과 연동하여 음성챗봇도 동시에 구축가능 



T-BOX 사용자교육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1. 관리자 심화 교육(3Day) 
- 고객사 대상 심화교육 제공 

 
2. 대화셋 및 시나리오 제작 교육 
(대화셋 및 시나리오 제작 별도임) 
 
 

  



보다 빠르고 쉬운 AI를 지향합니다. 

Distributed by T3Q 

Contact : SeungHun Lee, 010-9338-6400,  
Sean.lee@t3q.com  

BOX 
ChatBot Appliance 

mailto:Sean.lee@t3q.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