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의 기업은 통찰력과 의사 결정에 

대혁신을 가져다 줄 빅 데이터에 관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빅 데이터의 

최대 80%가 빅 텍스트(Big Text)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빅 텍스트는 문서, 웹 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는 

방대한 양의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덩어리로 빅 데이터의 모든 특징, 즉 3
개의 V[볼륨(Volume), 속도(Velocity) 및 

다양성(Variety)]를 모두 지닙니다. 빅 

텍스트는 또한 다국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잡성과 어려움을 내포한 수많은 언어와 

스트립트를 포괄합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가 갖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표준 기업 데이터 

솔루션들은 이러한  정보의 보고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Rosette®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제품군입니다. 이 제품군은 언어학적 

분석, 통계 모델링 및 기계 학습을 

이용하여 빅 텍스트를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중요한 정보와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각 컴포넌트는 언어, 문서 또는 이름을 

처리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모든 

컴포넌트를 함께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의사 결정과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매우 강력한 솔루션이 탄생합니다.  

정부, 금융,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검색, 소셜 미디어 등의 분야에 분포하는 

전세계의 자사 고객들은 빅 텍스트 분석 

및 변환에 Rosette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로부터 
의미와 진정한 가치 획득 55 개의  

지원 언어

지금 바로 ROSETTE를 사용해 보십시오. 

무료 제품 평가판을 요청하십시오.
www.basiste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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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basistech.kr
info@basiste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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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It’s huge volumes of  multilingual , unstructured    

text that must be process to deliver insights       

and build connections . It’s President Clinton   

 helping Malawi  .   Secretary Clinton in .

The 福島  This  is   Big Text.meltd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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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tte®

BIG TEXT ANALYTICS

RES

RNT

RNI

REX

RBL

RLI Language Identifier
 Identify languages and encodings

Base Linguistics
 Search many languages with high accuracy

Entity Extractor
 Tag names of people, places, and organizations

Name Indexer
 Match names between many variations

Name Translator
 Translate foreign names into English

Categorizer
Categorize Everything In Sight

Sentiment Analyzer
Detect The Sentiments Of Your Text

Entity Resolver
 Make real-world connections in your data

보다 향상된 검색

엔티티의 이름

구조화된 텍스트

일치된 아이덴티티

정렬된 언어

번역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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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abl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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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Language Identifier

Base Linguistics
(기본언어 분석 모듈)

높은 정밀도로 수많은 언어 검색

(언어 판별 모듈)

언어 및 인코딩 식별

Entity Extractor
(개체명 추출 모듈)

사람, 장소 및 조직의 이름에 태크 지정

Name Translator
(인명·지명 번역 모듈)

외국어 이름을 영어로 번역

Name Indexer
(인명·지명 조합 모듈)

수많은 변형 간에 이름 일치

Entity Resolver



주요 고객사 선택

주요 정부 고객 선택

ROSETTE 컴포넌트 솔루션

특징

- 빅 데이터의 80%를 차지

- 구조화되지 않음

- 다국어

- 방대한 분량

문제점

혜택

- 심도 있는 통찰력

- 보다 나은 의사 결정

- 더욱 뛰어난 가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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