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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OWLNEST® NLP-Mainframe ?
OWLNEST® NLP-Mainframe 은 향상된 언
어처리 기술을 탑재한 텍스트 마이닝 메인프
레임 솔루션입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비정
형 텍스트 문서에 존재하는 문맥 정보를 찾
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처리와 정보의 접근
성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합
니다. 본 시스템은 PDF, TXT, PPT, EXCEL,
HTML 등으로 존재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읽
고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사
용자의 시간과 자원을 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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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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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NEST® NLP-Mainframe 은 대규모 비
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처리하여
고품질의 분석정보로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사용자는 텍스트와 관련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
가서 사용자는 분석대상과 관련된 데이터 경
향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치와 위험
요소를 탐지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련
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자는 자신에게 주어
진 기회와 가치에 집중할 수 있고, 수많은 텍
스트로부터 손쉽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For whom is OWLNEST® NLPMainframe intended?
OWLNEST® NLP-Mainframe 은 양적 데이
터를 처리해야 하는 개인과 조직을 위해 고
품질의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를 빠른시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대규모 텍
스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유형화하고 경향
성을 파악하려는 비즈니스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가들이 일차적인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서비스
기획이 필요한 마케터나 홍보담당자에게 요
긴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론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처하는 여론분석
혹은 컨설턴트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과 조직이 주목해야할 비정형 텍스
트 정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전체 텍스
트 데이터에서 중요한 논점과 관련 필수 정
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직의
가치와 위험요인을 발굴해야 하는 분석가가
언론보도기사, 고객의 피드백, 리뷰, 이메일,
웹문서, 블로그, 까페, SNS 데이터, 지식인,
불편사항, 분석보고서 등 모든 종류의 텍스
트 데이터를 모두 읽고 파악하는 작업은 사
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경향성을 발견하
고 새로운 비즈니스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객관적 정보를 파악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
상 언어를 포함하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달리 중의성을 띠고 핵심 내
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에 잠재된
데이터를 구조적 정형 데이터와 병합하는 작
업이 필요합니다.
OWLNEST® NLP-Mainframe 은 사용자가
웹스케일 수준의 관련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시스템은 전체 데이
터에서 주제와 내용을 탐지하고, 특정 용어
와 부합하는 명시적 분류와 개체간의 관계를
파악해내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동작합니다.
모든 과정이 사용자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자동 처리됩니다. 또한 분석
관점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모듈화
하여 목표 시스템에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본
솔루션의 차별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OWLNEST® NLP-Mainframe 을 이용한 텍
스트 분석에 대한 가치판단의 예로써 미디어
콘텐츠 관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경험재
인 미디어 콘텐츠는 비정형 텍스트로써 투자
규모에 따른 위험 회피(hedge)가 어려운 재
화입니다.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자원에
따라 투자 회수여부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입
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성과에 대한
예측 능력은 텍스트 분석의 핵심 역량을 필
요로 합니다. 인터넷 기사, SNS 등을 통해 특
정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언급, 평가 등의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응용해 최적의
예측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Key Benefits
텍스트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시간의 절약
집약된 자연어처리 기술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가의 시간소모적인 수작업 부담을 최소
화 합니다. 키워드의 문법표지 부착, 개체명
인식, 구문단위 추출, 자동 띄어쓰기, 문장단
위 분할, 의존관계 추출 등의 기능을 자동화
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
용자는 분석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가치발견
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키워드별 고수준 메타정보의 통합 제공
문자열 토큰 단위 통합적 언어처리기능을 통
해 시스템 사용자는 각 키워드별로 문법표지,
개체명분류, 의존관계 등 고수준의 메타정보
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적합
한 메타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 메타정보에
대한 기능단위 분할처리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수준 메타정보의 통합적인 제공을
통해, 텍스트 분석가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향성의 파악과 비즈니스 기회로 집중
OWLNEST® NLP-Mainframe 은 텍스트 데
이터 전체 집합의 구조를 간략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단어 인덱싱을 지원하고 이를 벡터화
된 기본 정보로 나타냅니다. 여기에 데이터
마이닝과 통계 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인사이
트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즉, 본 시스템을 통
해 사용자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고
객의 니즈에 귀 기울이고, 서비스와 제품의
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인터페이스
OWLNEST® NLP-Mainframe 은 텍스트 분
석시 기계학습을 통한 문서 자동 분류에 대
한 니즈를 해결해야할 경우를 위해서 단어
벡터화 및 통계정보 처리, 기계학습을 위한
예제 템플릿을 지원함으로써, 텍스트 마이닝
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기계학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연결점을 제공합니다. 즉, 텍스트 분
석의 요구사항 전반을 NLP-Mainframe 의
아키텍처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검색엔진의 핵심은 높은 재현율로 유의미한
키워드 토큰을 확보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OWLNEST® NLP-Mainframe 이 제공하는
고속의 토크나이저는 검색엔진을 위한 최적
화된 자연어처리 인터페이스로써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OWLNEST® NLP-Mainframe System Requirements
To learn more about OWLNEST® NLP-Mainframe,
please visit http://owl-nest.com/technology,
test the applications and see the references.

1

OWLNEST® NLP-Mainframe
Proactive discovery and insights from contexts
OWLNEST Cor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ICC 학부동 F736 (305-732)
문의 : contact@owl-nest.com, +82 2-742-3021

Solution Overview

Key Features

OWLNEST® NLP-Mainframe 은 언어처리
및 분석 모델링 도구의 집합체로서 텍스트
집합의 문맥적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있는 정
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어와
구문 수준의 메타정보와 표현 수준에서 통계
적 특징과 패턴에 관계된 명시적 정보를 자
동처리 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
여합니다. 본 솔루션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
터의 양적 분석, 텍스트 마이닝, 사례기반 예
측분석 등과 같이 문서 집합에서 아직 밝혀
지지 않은 정보에 관한 패턴을 찾아내기 위
한 고성능의 자언어처리 알고리즘을 지원합
니다. 텍스트 처리에 관련된 작업은 대규모
연산을 요구하므로 신속한 데이터 처리를 위
한 병렬처리 및 다중코어 작업을 위한 제어
기능을 기본 제공합니다. 본 솔루션은 소프
트웨어 자원과 하드웨어 제어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손쉽게 텍스트 분
석의 요구사항을 달성하고 숨은 가치를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증가
하는 비정형 데이터의 양을 고려했을 때, 잠
재가치의 발굴과 위험요인의 분석을 위해서
는 정량적 텍스트 처리를 통한 정성적 분석
에 대한 필요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
실적 문제입니다. 본 솔루션을 통해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의미있는 데이터를 추출함으
로써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선도적인 시
장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문서 포맷 처리 기능과 내부 파일시스템
 취급 파일 (pdf, doc, ppt, hwp, xls, txt) 의 통합 저장, 메타정보 관리
 csv, json, xml 등의 파일출력 및 DB 인터페이스 지원
사용자 친화적인 통합 인터페이스와 작업 환경
 컴포넌트 통합형 입출력 제어구조로 자료 관리의 편리성
 사용자에게 익숙한 엑셀 테이블 형태의 자료 관리 구조
개체명 및 의존관계 메타정보 분석
 중요 키워드에 대한 일반/특수/확장 개체명 정보 자동 인식
 개체명-표현 간의 의존관계의 자동 추출을 통한 메타정보화
유니코드 인코딩 적용으로 다국어 일괄 처리
 유니코드 처리를 통한 텍스트 데이터 저장/관리
 언어별 텍스트 관리/저장/추출을 위한 손쉬운 사용자 설정 기능
웹스케일 데이터의 처리, 고속 병렬 토크나이저
 웹스케일의 입력 텍스트의 처리를 위한 고속 병렬 문자열 토큰화 기능
 토큰별 인덱스 생성과 메타정보의 연결을 통한 빠른 정보처리
NLP-Mainframe Client / Interface API
 개발자를 위한 클라이언트 API
 6가지 정보에 대한 외부 제어 가능형 사용자 솔루션
NLP-Mainframe Server
 시스템을 위한 서버 설치형 소프트웨어
 서버의 하드웨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형 솔루션

… 2013년3월27일충청투데이,"세종시BRT긴급점검,CNG하이브리드문제없나"라는내용의일부보도에대하여사실과다르거나오
해를불러일으킬만한내용이있어,이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의입장을밝힙니다. …
자동
띄어
쓰기

2013년 3월 27일 충청투데이, "세종시 BRT 긴급점검, CNG 하이브리드 문제없나"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어,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Tokenization
형태소
분석

2013/SN 년/NNB 3/SN 월/NNBC 27/SN 일/NNBC 충청투데이/NNP ,/SC “/SY 세종시/NNP BRT/SL 긴급/NNG 점검
/NNG ,/SC CNG/SL 하이브리드/NNG 문제/NNG 없/VA 나/EC “/SY 라는/ETM 내용/NNG 의/JKG 일부/NNG 보도/NNG 에
/JKB 대하/VV 여/EC 사실/NNG 과/JKB 다르/VA 거나/EC 오해/NNG 를/JKO 불러일으킬/VV-ETM 만/NNB 한/XSA-ETM 내용
/NNG 이/JKS 있/VA 어/EF ,/SC 이/NP 에/JKB 행정/NNG 중심/NNG 복합/NNG 도시/NNG 건설청/NNG (/SSO 이하/NNG
“/SY 행복청NNP “/SY )/SY 의/JKG 입장/NNG 을/JKO 밝힙니다/VV-EF ./SF

개체명
인식

[2013년 3월 27일]TIME [충청투데이]MEDIA, “[세종시]LOCATION [BRT]OBJECT 긴급점검, [CNG 하이브리드]OBJECT 문제
없나“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어,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GOV (이하 “[행복청]GOV “) 의 입장을 밝힙니다.

의미청킹
의존
구문
분석

1_2 (2013/SN+년/NNB+3/SN+월/NNBC+27/SN+일/NNBC) 2_3 충청투데이/NNP 3_4 ,/SC 4_5 “/SY 5_6 세종시
/NNP+BRT/SL+긴급/NNG+점검/NNG 6_7 ,/SC 7_8 (CNG/SL+하이브리드/NNG) 8_10 문제/NNG+없/VA+나/EC 9_10
“/SY 10_11 라는/ETM 11_12 내용/NNG+의/JKG 12_29 일부/NNG+보도/NNG+에/JKB+대하/VV+여/EC 13_14 사실
/NNG+과/JKB 14_17 다르/VA+거나/EC 15_16 오해/NNG+를/JKO 16_17 불러일으킬/VV-ETM+만/NNB+한/XSA-ETM
17_18 내용/NNG+이/JKS+있/VA+어/EF 18_19 ,/SC 19_29 이/NP+에/JKB 20_21 (행정/NNG+중심/NNG+복합/NNG+도
시/NNG+건설청/NNG) 21_22 (/SSO 22_23 이하/NNG 23_24 “/SY 24_25 행복청NNP 25_26 “/SY 26_27 )/SY 27_28 의
/JKG 28_29 입장/NNG+을/JKO 29_30 밝힙니다/VV-EF 30_0./SF

그림 1: OWLNEST® NLP-Mainframe 을 이용한 자연어처리 전체 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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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pplication Cases

Main Components

자연어 검색 솔루션에 적용
OWLNEST® NLP-Mainframe 의 토큰별 벡
터화 기능과 문맥정보를 반영할 경우, 패러
프레이징을 통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일반검색의 경우 질의와 텍스트가 일치할 경
우에만 검색이 이루어지지만, 자연어 검색을
통해 동의미(유의미)-이형태 문자열로 구성
된 텍스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
서/문단/문서 단위의 문자열 유사도 기반 검
색이 가능해짐으로써, QA 시스템, 음악과 같
은 감성관련 서비스, 건강/상식정보 검색 등
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문장/문단경계 인식 모듈
고객의 목소리를 담은 VOC 문서, 사실 정보를 전하는 신문기사,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의 글 등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는 담화 (Discourse) 수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장/분단 별 단위로 자동 정규처리를 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출하
기 위한 과정입니다. 각 문서의 분할단위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분석하
고 상세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패턴 인식 (Linguistic Pattern Recognition) 을 통
해, 정확한 경계 인식과 각 문장/문단 별 아이디가 발급됩니다.

여론의 경향성 파악
OWLNEST® NLP-Mainframe 의 ML/TM
Interface 를 이용하여, 자동 토픽 분석을 연
동할 경우, 기사 및 SNS 등으로 대표되는 텍
스트 데이터에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토픽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여론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고, 특정 토픽
의 이상징후 또한 손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은 자료는 기업의 홍보담당자가
자사 제품에 관련된 시장 트렌드를 조기 감
지하여 경쟁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도 측정 / 이상징후 탐지
OWLNEST® NLP-Mainframe의 개체명 인
식 모듈을 통해 특정 인물에 대한 대중의 관
심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나 SNS에서
특정 인물이 언급된 빈도 등을 손쉽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 인물과 동
시에 출현하는 단어, 개념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관성 분석을 통해 대중들이 특정
인물에 대한 인상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광고모
델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품·서비스의 기
회·위협이 되는 여론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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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띄어쓰기 모듈
SNS 문서나 VOC STT (Speech-to-text) 문서와 같이 띄어쓰기 교정이 필요한 유형의 데이터
처리에 사용시 고품질의 정규화 텍스트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의미단위 자동 띄어쓰기 기능입니
다. Conditional Random Fields (CRFs)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해 n-gram 토큰 간 확률을 이
용하여 단어간 띄어쓰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현장의 텍스트 처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견고한 성능과 빠른 처리속도를 제공합니다.
형태소 분석 모듈
한국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조사, 어미, 활용형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형태
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형태소 분석은 각 키워드를 실제 문서상의 다양한 표현형
으로부터 사전상의 등록형으로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텍스트
분석에 필요한 키워드의 최대 재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태소 단위로 키워드를 관리함으
로써 검색엔진, 개체명 인식, 구문분석과 같은 고급 자연어처리 기능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데
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간 2-dimensional tabular parsing 과 기분석 패턴
을 통해 초고속 준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체명 인식 모듈
개체명이란 인물, 장소, 시간, 기관 등과 같은 일반 개체명과 상품명, 직책명, 부서명 등과 같이
사용자 요구정의가 필요한 특수 개체명, 그리고 다중 개체명 분류를 지원하는 확장 개체명으로
나뉘어집니다. NLP-Mainframe 은 일반 개체명의 경우,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고, 특수 개체명
의 경우 사용자 정의를 지원합니다. 확장 개체명은 일반/특수 개체명에 추가적으로 부여됨으로
써, 일종의 개체명간 상하위 관계를 통한 택소노미 구조를 반영한 개체명 정보가 부착된 단어
단위의 추출이 가능합니다. 형태소간 통계적 연접정보를 반영한 Conditional Random Fields
(CRFs) 기계학습 기법과 200만개에 달하는 대규모의 기반사전을 통해 개체명 인식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의존 구문분석 모듈
의존 구문분석이란 특정 개체명과 표현단위의 관계를 파악하여 상품과 의견 간의 연관성 추출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다양하게 파악하고자
할 경우, 개체명 인식과 의존 구문분석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텍스트 분석의 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존 구문분석은 형태소간 결합규칙과 구문청크 단위의 다층 의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Multilayered CRFs 기계학습 기법을 통한 견고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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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WLNEST® NLP-Mainframe,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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