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는, 검색 어플리케이션이 관련성이 있고 정밀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고유하고 어려운 장애물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Rosette® Base Linguistics(RBL)는 언어 서비스의 완벽한 세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언어로 된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RBL은 동급 최강의 자연어 처리와 
속도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해 원래 언어로 된 원본 텍스트의 질을 향상 
시킵니다.

언어와 테크놀로지를 동시에 다루는데 있어서 깊은 이해도를 지닌 언어학 
전문가 그룹으로써, Basis Technology는 언어 추가, 기능 업데이트 및 학계의 
최신 혁신을 통해 Rosette 제품군을 꾸준히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개의  
언어 지원

높은 정확도로  
수많은 언어 검색 40

주요 기능

- 단순 API
- 뛰어난 확장성과 처리량

- 강력한 지원

- 간편한 설치

- 유연성 및 사용자 지정 가능

- 통합: Java, C++, 또는 웹 서비스

- 플랫폼: Unix, Linux, Mac, PC(64 또는 32비트)

- Rosette SDK 컴포넌트

- 사용자 사전, 문자 정규화 및 스크립트  

전환과 같은 사용자 지정 기능 

주요 고객사 선택

www.basistech.kr
info@basistech.kr

지금 바로 RBL를 사용해 보십시오. 
무료 제품 평가판을 요청하십시오.

www.basiste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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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많은 검색 도구들은 단어 사이에 공백 없이 쓰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이중자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색인의 크기가 증가하고 관련성이 

감소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RBL은 고급 

통계 모델링을 통해 각 단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분리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토큰 출력

(분절이라고도 함)은 색인 크기를 최소화하며,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관련성을 높입니다.

복합어 분해

RBL은 복합어를 하위 컴포넌트로 나누고 

색인화할 각 개별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 작업은 

독일어 및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 검색 관련성을 

높이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서부 유럽

- 카탈로니아어*

- 체코어

- 덴마크어

- 네덜란드어

- 영어

- 핀란드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그리스어

- 이탈리아어

- 노르웨이어

- 포르투갈어

- 스페인어

- 스웨덴어

동부 유럽

- 알바니아어*

- 불가리아어*

- 크로아티아어*

- 에스토니아어*

- 헝가리어

- 라트비아어*

- 폴란드어

- 루마니아어

- 러시아어

- 세르비아어*

- 슬로바키아어*

- 슬로베니아어*

- 터키어

- 우크라이나어*

검색 엔진

고급 형태학적 기능

사용 가능한 언어

기본화(LEMMATIZATION)

대부분의 검색 엔진은 단어 끝에 있는 문자를 

잘라내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중요하지 않은 

차이점들을 제거합니다. 스테밍(Stemming)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흔히 추가 리콜과 낮은 정밀도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방법 대신에, RBL은 어휘, 

문맥 및 고급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각 단어의 

사전적 형태[표제어(Lemma)]를 찾습니다. 어근 

형태를 색인화할 경우, 검색 관련성이 높아지며, 

영향을 받은 모든 형태를 색인화하지 않음으로써 

검색 색인 또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체 

표제어를 사용한 색인화의 보완 또한 가능합니다. 

품사 태깅

기본화 과정의 일부로서, 통계학적 모델링이 

모호한 단어까지도 포함하여 정확한 품사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 후, 각 토큰에는 

향상된 이해와 검색 관련성을 위해 태그가 

지정됩니다. 

호환성

중동

- 아랍어

- 히브리어

- 파슈토어

- 페르시아어

- 우르두어

아시아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인도네시아어

- 일본어

- 한국어

- 말레이어*

- 태국어

예: 독일어
Samstagmorgen은 Samstag(토요일)와 morgen(
아침)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입니다. 복합어 분해는 
"Samstag"를 검색할 경우 적합한 일치 항목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 영어
언어학적 분석은 모든 언어에 유용합니다. 영어의 
경우, 기본화는 리콜과 정밀도를 향상시킵니다.

명사구 추출 

특정 명사, 특히 고유 명사는 단일 엔티티로 

식별하기에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RBL은 명사와 그 수식어를 그룹화하며, 이는 문서 

클러스터링과 개념 추출에 유용합니다.

문장 감지

구두점 사용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라도, 각 

문장의 시작과 끝이 자동으로 식별됩니다.

가능한 문제 쿼리 어간 표제어

두 개의 연관성 없는 
단어가 같은 어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animals 
animated

anim animal 
animate

스테밍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several sever several

불규칙 동사와 명사는 
스테밍 작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spoke spoke speak (v.)
spok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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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R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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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인 지원 가능

서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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