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g Text는 전세계의 빅 데이터 대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텍스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으며, 직접 읽어보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고 
외국어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숨겨진 데이터는 흔히 
이름, 장소, 날짜 및 텍스트 안에서 실제 의미를 구성하는 기타 언어 및 구문과 
같은 엔티티의 형식을 취합니다.

Rosette® Entity Extractor(REX)는 방대한 분량의 다국어로 된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와 태그 키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스캔합니다. REX는 고급 통계 
모델링, 사용자 지정 가능 규칙 및 사전 정의된 목록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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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텍스트로부터 명명된 
엔티티에 즉각적으로 태그 지정 16 개의  

언어 지원

주요 기능

- Rosette SDK 컴포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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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REX를 사용해 보십시오. 
무료 제품 평가판을 요청하십시오.

www.basistech.kr

주요 고객사 선택

www.basistech.kr
info@basistech.kr

 

다국어를 포함한 텍스트에서

인명 , 지명 , 조직 또는 기관

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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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언어는 사용자 지정 개발을 통해 이용 가능

합니다.

- 아랍어
- 히브리어
- 파슈토어
- 페르시아어
- 우르두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일본어
- 한국어
- 네덜란드어

-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이탈리아어
- 포르투갈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사용 가능한 언어 

REX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엔티티 유형을 지원합

니다. SKU 번호와 같은 사용자 정의 엔티티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사람
- 장소
- 조직
- 호칭
- 국적
- 종교
- 제품
- 신용 카드 번호
- 지리적 좌표
- 통화  
- 일반 번호
- 개인 식별 번호 
- 전화 번호
- 이메일 주소/URL
- 거리
- 날짜
- 시간

사전 정의된 엔티티 유형

1.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고급 언어학이 포함된 통계 모델링은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을 해결해 줍니다.

1. 사람, 장소 및 조직의 이름이 중첩되면 

모호성이 발생합니다. 흔한 성씨인 Smith
와 기업체 이름인 Smith & Co., 그리고 지명 

이름인 Smithfield, RI를 비교하여 고려해 

보십시오.

2. 거의 무한한 형태와 철자법 변형을 지닌 

고유하고 새로운 이름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람, 조직 및 장소에 

대한 엔티티 추출은 통계 엔진을 통해서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이 솔루션은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웹 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건의 뉴스와 

블로그 기사를 분석, 주석 처리 및 프로세스 

작업을 실행하여 실제 문맥 상황에서 무엇이 

엔티티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훈련시킵니다.

제품의 원리 REX의 실제 구동 예시

3. 규칙

규칙을 사용하여 정규 표현식 또는 날짜, 시간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패턴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표준 문자열 패턴이 포함되며, 

고객은 특정한 필요 요구 사항에 맞게 자체 규칙을 

편집하거나 추가하여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목록
엔티티를 단순히 표준 

목록과 사용자 분류법에 

따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 이름은 목록 

기반 추출기로 일치됩니다. 

방대한 지명 사전이 

포함되며, 테러 감시 대상 목록과 같은 사용자 

정의 목록을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 2015 Basis Technology Corporation. “Basis Technology” 및 
“Rosette”는 Basis Technology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그 외 모든 상표, 서비스 마크 및 로고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2014-12-17-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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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will make a 
historic trip to North Korea on February, it has announced. 
Dominique de Villepin a été nommé Premier ministre
ce mardi en fin de matinée par Jacques Chirac.

The orchestra's president and executive director, Zarin 
Mehta said it would play in the capital Pyongyang 
on February 26.  In August, the reclusive communist 
country's Ministry of Culture sent an invitation to 
the orchestra at Lincoln Center in Manhattan.

朝鲜外务省发言人11月1日在平壤宣布，朝鲜将重返六方会谈，但前提条件是朝鲜与
美国在六方会谈框架内讨论解除美国对朝鲜金融制裁问题。针对朝鲜方面的动向，
各方均表示欢迎。美联社11月1日报道说：“长期以来一直拒绝与平壤进行直接对话
的美国总统布什认为，各方达成一致、同意恢复六方会谈应归功于中国的斡旋。

L'ancien ministre de l'Intérieur, qui n'a jamais participé à une 
élection, a déjeuné avec les députés UMP et UDF à l'invitation du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Jean-Louis Debré.

In October, Mehta spent six days in North Korea exploring venues 
and other arrangements for a concert in Pyongyang.

 اخلميس 5/2/1431 هـ - املوافق 21/1/2010 م (آخر حتديث) الساعة 10:01 (مكة املكرمة)،
 7:01 (غرينتش) ناتويفكر مبسؤول مدني ألفغانستان يخطط حلف شمال األطلسي (ناتو)

 لتعيني مسؤول مدني كبير في أفغانستان، وسط دعواتلتحسني التنسيق السياسي والتنموي في
البالد وفق ما نقلته صحيفة وول ستري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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