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을 처리하는 것은 별명, 이니셜 및 호칭 등의 다양한 이름의 표기 방법을 
고려해 볼 때, 각각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변형으로 
인해 기업체나 정부 기관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철자법이 틀린 이름까지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언어에서 동일한 이름을 
식별해 보십시오. Rosette® Name Indexer(RNI)는 수많은 변형이 존재하더라도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사람, 장소 및 조직의 이름을 비교하여 일치시키는 
단일의 범용 색인을 통해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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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I는 
엔티티의 이름을 일치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귀하의 조직이 
어떻게 이 선도적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양한 언어의 이름과 변형을 
정확하게 일치 10 개의  

언어 지원

주요 기능

-  Rosette SDK 컴포넌트

- 단순 API

- 뛰어난 확장성과 처리량

- 강력한 지원

- 간편한 설치

- 유연성 및 사용자 지정 가능

- 통합: Java 또는 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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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장소 및 조직의 이름 일치

- 이름 검색 정확도 향상 및 다른 시스템이 

놓치는 적중 횟수 발견

- 유사성 스코어와 함께 관련성별로 결과 순위 

지정

주요 고객사 선택

www.basistech.kr
info@basistech.kr

지금 바로 RNI를 사용해 보십시오. 
무료 제품 평가판을 요청하십시오.

www.basistech.kr

Franklin D. Roosev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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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Roosevelt

Рузвельт, Франкл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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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in Delano Roosevelt, also known by his initials, 

FDR, was the 32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 central figure in world events during the 

mid-20th century, leading the United States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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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원리

RNI는 색인에 존재하는 기존 이름과의 유사성을 

토대로 이름의 신뢰도 스코어를 반환합니다. 

"퍼지"(Fuzzy) 검색은 방대한 문서와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내에서 이름을 자동으로 

일치시키거나 동면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름을 구제시킵니다.

변형된 철자법 목록을 주로 이용하는 고비용의 

정확도가 낮은 레거시 솔루션과 달리 RNI는 각 

이름 컴포넌트의 본래 구조를 분석하고 고급 

언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능적 분석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정 변형 

목록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거짓 긍정(False 
positive)"(잘못된 일치) 및 "거짓 부정(False 
negative)"(0 적중 횟수 또는 누락된 일치 항목) 

모두에 대한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름의 

일부 컴포넌트만 일치하는 경우, RNI는 부분 

일치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 입력 이름을 항목과 

정렬합니다.

금융 컴플라이언스

금융 기관은 RNI를 사용하여 테러리스트들이 

자금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대상 

목록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규제 준수 

위반 사례를 피하고 기업의 명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에는 사기 감지, 자금 

세탁 및 문서 분류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른 사용자 지정 가능

- 반환된 검색 결과의 정밀도와 회수를 관리하기 

위해 신뢰도 스코어의 최소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 일치와 관련하여 주어진 단어들["정지 단어

(stopword)"]의 목록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칭, 경칭).

- 두 개의 이름 컴포넌트를 지정된 스코어와 항상 

일치되도록 강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Elizabeth”와 “Lisbeth”는 항상 

90%로 일치). 

- 두 개의 이름을 지정된 스코어와 항상 

일치되도록 강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John Doe”와 “Joe Bloggs”는 항상 

95%로 일치).

- 여러 이름을 단일 개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rilyn Monroe” 및 “Norma 
Jeane Mortensen” 조회에 동일한 인물이 

포함되도록 지정).

이름 스코어 지정

RNI는 신뢰도가 낮아지는 순서에 따라 각 변형에 대해 이에 맞는 낮은 스코어를 부여합니다.

색인된 이름: Jesus Alfonso Lopez Diaz

스코어 일치하는 이름 변형

92 Jesus Alfonso Lobez Deaz + 철자법이 틀린 성 

84 Jesus Alfonso Deaz +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제거됨

80 Jesus A. Deaz + 중간 이름이 이니셜로 대체됨

78 Chuy A. Deaz + 이름이 별병으로 대체됨

58 Deaz, Chuy A. + 순서가 바뀐 이름 컴포넌트

색인 일치

- 아랍어

- 페르시아어

- 파슈토어

- 우르두어

추가 언어는 사용자 지정 개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언어 및 스크립트

- 중국어

- 일본어

- 한국어

- 영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이름 일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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