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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너티브 인사이트의 답을 찾다

IBM Watson Explorer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는 원유 속에서 인사이트를 창출해 내는 것은
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IBM의 코그너티브 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은 데이터에 기반해
기업의 비즈니스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IBM Watson Explorer(WEX)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코그너티브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솔루션으로서,
기존의 검색엔진과는 차별화되는 의도 및 감성 분석, 콘텐츠 마이닝
역량을 제공하며 이미 다양한 산업 및 업무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코그너티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IBM Watson Explorer(WEX)의 장점과 활용 사례를 직접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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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기술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필수요소
➊ ‘왜’ 와 ‘어떻게’ 를 찾아내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정형 데이터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를 말해주는데, 이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왜’와 ‘어떻게’를 보여주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분석’ 기능은 비정형 데이터를 유용한 데이터로 전환하여,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는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 등 인공지능 활용을 돕는 고도화된 기술]
인공지능
Simulation of human
intelligence processes

로보틱스

추천 엔진

Conception, design,
manufacture,
and operation of robots

Analyze data and
suggest something as
per user’s interest

머신 러닝 시스템

예측 분석
Predicting outcomes
using statistical
algorithms and
machine learning

IBM Watson
Explorer

딥 러닝
Machine learning
with artificial neural
network algorithms

Ability to learn and
improve without
explicit instructions

자연어 처리/분석
Ability to understand human
speech as it is sp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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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기술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필수요소
➋ 기업 내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데이터화
신입 담당자가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을 습득해 고급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이런 전문가 수를 늘려가는 것은 기업에게는 엄청난 투자이자 모험이기도 합니다. 고급 전문가, 선임 업무자의
비즈니스 노하우와 기술을 데이터화하는 시스템은, 보다 빨리 많은 전문가를 키우는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IBM이 AI로 실현하는 쉽고 빠른 지식의 확장]

고급
중급
초보
진입

시간

AI 로 강화된 전문가 확대

고급
중급
초보
진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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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기술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필수요소
➌ 보다 정확한 고객 니즈와 비즈니스 요구사항 파악
왜 매출이 줄고 고객이 감소하는지 등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필수 과제입니다.
기업 내외부에 산재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양한 방향으로 추출하고 분석한다면,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고객의 니즈와 마켓을 이해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추출하는 IBM 360˚ View]

콜센터
로그

Extract data and
build profiles

Audience data
modeling

협력사 보유
데이터

Entity
matching

시장
데이터

소셜
미디어
360° consumer
profiling

Microsegmentation

Segment
mapping

고객 행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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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분석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

IBM Watson Explorer
➊ 비정형 분석과 검색/탐색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에 대한 접근, 분석, 해석 등을 Cognitive 탐색 및 분석 기능을 통해 해결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 도전 과제
| IBM Watson Explorer 기능

정보 접근의 제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인사이트 추출의 어려움

전문 지식의 확장의 한계

몇백 TeraByte 단위의 데이터가
있으나 관련성이 높은 꼭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하기 위한
플랫폼의 부재

80% 의 데이터는
비정형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활용도는 매우 낮음

보다 적은 인력/투자 대비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향상하고
조직의 코그너티브 트랜스포메이션
교두보로 활용하기 어려움

정보 탐색

정보 분석

정보 해석/확장

머신러닝을 활용해 숨겨진,
비구조화된 데이터로부터
연관성 정보를 빠르게 탐색하고
결과를 시각화함

텍스트 분석 및 분류를 위한
머신 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Next Action을 위한
통찰력 제공

기존의 정형 데이터를
통합하여 AI 및
Data Science Tool과
연계 분석 가능

Cognitive 탐색과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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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분석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

IBM Watson Explorer
➋ 별도의 개발 없이 컨텐츠 마이닝을 위한 GUI 환경 제공
트렌드, 패턴, 시간, 빈도, 분포, 연관 관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숨겨진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툴을 제공합니다.

검색창
결함원인, 조치내역 등
분석 단어, 구, 문장 등을 즉석 검색
(AND, OR, MINUS 등 사용)

패싯(분석 관점 정의)

패싯별 주요 인사이트

원문 미리보기

고객의 분석 요구항목을
패싯 메뉴로 구성하여
분석 포인트를 쉽게 네비게이션
하고 직관적으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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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분석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

IBM Watson Explorer
➌ 기업 내 사용자 역할별로 최적화된 360도 분석 관점 제시
고객의 프로파일/행동 데이터, 협력사 보유 데이터, 시장 데이터, 소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다 완벽하게 고객을 분석합니다.

[정형 + 비정형 분석을 통합한 360˚ View]

CMS

PDF

DB
Content Mgmt
Systems

File systems,
wikis, etc.

Web and
Social Media

Databases

Web Services

Unstructured content

Structured data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Data
Ware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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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민원/클레임(Voice Of Customer) 분석
•콜센터 녹취 및 메모, 소셜 미디어, 이메일, 기업 홈페이지 등 고객과 소통하는 채널에 쌓인 비정형 데이터 분석
•고객의 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시간 고객 대응을 가능하게 함

VoC 분석 전문가
민원예방
불완전판매감소

고객 전화

해지방어
크로스셀/업셀
콜상담 메모

고객만족도 향상
운영비용절감
신상품 개발

목적별
상황인지를 제공하는
텍스트 분석 기술!

콜센터 상담원

STT 기술을
통한 녹취파일의
텍스트 문서화

!"#$%&

통화 녹취 및
실시간 요약 분석

고객 정보/상품 및
서비스 정보 지점,
FC 등 관리정보

상황인지를 위한
분석 기본 데이터
콜센터 (I/B)

VoC 분석 및 Insight 발굴
보고자하는 VoC 측면(facet)별
추이분석/트렌드, 패턴, 시간, 빈도,
분포, 연관관계, 감성분석 등

민원 분석 사용자*

감정

“민원” 제기 가능성

질병

갑상샘암

currently

며칠 전에야

설명상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키워드

가입당시

FC

설계사

키워드

기납입 보험금

업무 담당자별 360도 View
VoC 분석 정보와 기존 시스템 정보를
통합한 사용자를 위한 360도 뷰

*다양한 관련 업무 사용자에게 새로운 민원 분석 정도를
통합 제공. 콜센터, FC 영업, CRM/마케팅,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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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_1 민원/클레임(Voice Of Customer) 분석
•「신청 · 불만 등록 / 분류」 , 「검증 / 분석 / 문서 작성」 세부화 및 자동화를 통한 고객 클레임 사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분석
•고객 클레임 사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분석

*정기적인 설문 포함

고객（접수 XX 건, 불만 XX건）
대면

VoC 접수
접점 채널

지사/거점/창구

콜센터

Web

데이터
추출

불만판정
분류검증

VoC 대응 실행

각종 위원회

마케팅, 직원 교육,
프로세스 개선 등 실행

서비스향상위원회
불만대책위원회

대면

우편*

대리점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상담실 등

접수경향
분석

VoC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분석 자동화/마이닝

채팅 상담
웹 게시판

전화

원인 분석

대응방안
수립

경영층

보고자료
작성

협회/FSA

경영회의

다양한 VoC 마이닝

고객만족도 향상

크로스셀/업셀
해지 방어

신상품 개발

불완전판매 관리

민원 예방
상담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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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_2 민원/클레임(Voice Of Customer) 분석
•콜센터 녹취 및 메모, 소셜 미디어, 이메일, 기업 홈페이지 등 고객과 소통하는 채널에 쌓인 비정형 데이터 분석
•고객의 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시간 고객 대응을 가능하게 함

민원예방

VoC 분석 전문가

불완전판매감소
해지방어
크로스셀/업셀
고객만족도 향상
운영비용절감

콜센터 시스템
(NPlus)

신상품 개발

콜 상담 데이터

VoC 분석 및 Insight 발굴

목적별
상황인지를 제공하는
텍스트 분석 기술!

보고자하는 VoC 측면(facet)별
추이분석/트렌드, 패턴, 시간, 빈도,
분포, 연관관계, 감성분석 등

민원 분석 사용자*

상담 E-mail
시스템

감정

“민원” 제기 가능성

질병

갑상샘암

currently

며칠 전에야

설명상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키워드

가입당시

FC

설계사

키워드

기납입 보험금

접수 E-mail

업무 담당자별 360도 View
VoC 분석 정보와 기존 시스템 정보를
통합한 사용자를 위한 360도 뷰

*다양한 관련 업무 사용자에게 새로운 민원 분석 정도를
통합 제공. 콜센터, FC 영업, CRM/마케팅,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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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문서 자동 분류
•연관 키워드 분류를 통해 문서 검색 범위를 축소하고, 더욱 빠르고 쉽게 문서 검색 가능
(예 : 특정 문구가 포함된 법조항 검색 및 파악)
•기계학습 기반의 Document Classifier를 활용하여 사람이 규정하기 어려운 패턴 발견 가능
(예 : 사내 이메일 내용 분석을 통해 사내 보안에 활용)

수많은 문서의 자동분류 및 문서 마이닝
I want to make
a consistent
decision

Too many docs
to read

Read document

Decide action

Similar past
cases supports
my decision

I can process
docs timely

Read document

Decide action

Advice
Input document

• Possible pre-defined action
• Similar documents(past cases)

IBM
Watson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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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지식 비서
•고객 문의/응대에 필요한 업무 지식을 실시간 제공
•콜센터 상담원/언더라이터/보험 지급심사자/법률가/의사 등에게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비서 역할을 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전 직원의 업무 지식 상향 평준화 가능

Knowledge Assist 예시
[ 상담원 knowledge Assist 어플 ]
관련 지식 목록

지식 본문

XXXX

PC

V 심사자
V 상담원
V 법률가

기존 상담원
채팅 어플

현재 문서 내용 또는 고객의 문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Knowledge Assist 어플을
통해 승인자, 상 / Underwriter/
전문상담원의 지식 획득을 도와줍니다.

V 심사자 V 상담원 V 법률가를 위한 지식 학습

관련 지식 목록 및
내용 요청을 위한
Real-Time WEX API 호출

관련 지식 목록 및
내용의 표시

PC

IBM WEX

지식 기계 학습자
채팅어플의 현재 문의
내용 실시간 Capture

M/L Document
classifier

M/L Simillarity
Ranker

Content Miner

WEX 서버

Knowledge
Assist
어플리케이션

•지식큐레이션
•지식학습
•지식데이터 / 검색 /
상담 로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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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결함 분석 및 정비 지식 자산화
•수기로 기술되는 장비 결함, AS 기록의 데이터 마이닝 및 다차원 분석을 통해 선제 장애 대응 및 실시간 정비 지식 탐색
•현장의 Field Engineer및Technician에게 신뢰도 높은 정비 노하우가 공유되어 정비 시간 단축, 장비 에러로 인한
잠재적 손실 절감 가능

| 결함 분석 및 정비 지식 자산화 - 항공사 |

최근 일정 기간내 반복해서 발생하는
기체 결함 내역 모니터링 및 대응 정비 계획
계획 수립

항공기별 결함과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특정 항공기에서 유독 자주 발생되는
결함 증상을 파악하여 사전 대처

특정 결함 발생시, 유사 세부 증상에 대한 결함 발생
시계열 트렌드, 동일한 결함에 대한 정비 방식 분포
등을 통해, Trouble-Shooting 시간 대폭 감소

360 View : 발생한 결함 정비 내역을 기반으로
정비 작업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보
ex) 정비시 소요된 부품, 소요된 Man-Hour, 수리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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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결함 분석 및 정비 지식 자산화
•수기로 기술되는 장비 결함, AS 기록의 데이터 마이닝 및 다차원 분석을 통해 선제 장애 대응 및 실시간 정비 지식 탐색
•현장의 Field Engineer및Technician에게 신뢰도 높은 정비 노하우가 공유되어 정비 시간 단축, 장비 에러로 인한
잠재적 손실 절감 가능

| 결함 분석 - 자동차 결함 신고 센터 |
자동차 결함 관련 웹 사이트 및 내부 AS 기록 데이타를 분석하여,
여러 측면(Facet)별 신고 빈도수와 시계열 분석, Facet간 연관관계 분석
추가 Facet

차종별 신고된 장치
결함장치별 신고비율

선택된 Facet(비 고정식)

결함장치별 연관관계 : 도어-창유리 / 웨더스트립, 전조등-실린더헤드, 조향장치-제동장치,
수동변속기-전기배선, 스프링-연료파이프, ECU-전기배선 등의 연관성이 보입니다.

[ 결함신고DB (facet pairs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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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의료 진단 및 처방 기록 분석
•의료 진단 기록 상의 환부(크기/진행상태/전이 여부 등) 상태, 진단 소견, 처방(약제 등) 내역 등을 정형화화여
기존 정형 데이터(환자 프로필/병력)와 연계 분석
•유사 질병/증상에 대한 과거 기록을 탐색하여 효율적인 진단 및 처방 서비스 제공

UIMA Framework and Pipeline

IBM Watson Explorer
의료 정보
시스템

텍스트
데이터

Text Analytic
Annotators

Annotated
Documents

Text Analytic
Collection

Identify Language
Find Words & Roots
Named Entity
Dictionary

Classification Module
Custom Annotator

with

1)
2)
3)
4)
5)
6)

infiltrating lobular carcinoma with duct extension
lobular carcinoma in-situ
residual tumor size : 3x2.5x1cm
perineural invasion
no definite endolymphatic tumor emboli
metastasis to 29 out of 35 regional lymph nodes

[ 병리판독결과 ]

annotations

Regular Expression

contralateral_Ca

4

Tumor size

3x2.5x1

N Staging

3

[ 자료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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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 대화 로그 분석 및 지속적인 챗봇 고도화
•챗봇을 통해 이뤄지는 단순 반복 질의 패턴, 질문 유형별 응답 품질, 고객 응대 추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려면
학습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한 디스커버리 도구 필요
•IBM Watson Explorer(WEX)의 빅데이터 디스커버리 및 마이닝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 문의/안내/상담 데이터가
기록된 콜센터, 챗봇 로그를 효과적으로 분석 가능
•대화로그 분석으로 챗봇 품질 업그레이드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상담 기록 분석 및 챗봇
학습데이터 큐레이션
(선별 및 정제)

콜센터 상담 로그
채팅 상담 로그
이메일 상담 로그

⋯
지식 검색 로그
Short Tail

챗봇 로그

Watson “Explorer”

Agent advisor

Long Tail

100s

100,000+

기계학습
Knowledge Ingestion
& Training

“문의/안내/상담/Help Desk”

Virtual Agent / Chat Bot / Robot
(고객 Self-Service)

Watson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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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 대화 로그 분석 및 지속적인 챗봇 고도화
•챗봇을 통해 이뤄지는 단순 반복 질의 패턴, 질문 유형별 응답 품질, 고객 응대 추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려면
학습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한 디스커버리 도구 필요
•IBM Watson Explorer(WEX)의 빅데이터 디스커버리 및 마이닝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 문의/안내/상담 데이터가
기록된 콜센터, 챗봇 로그를 효과적으로 분석 가능
•대화로그 분석으로 챗봇 품질 업그레이드

질문 유형 #1
질문 유형 #2
질문 유형 #3

질문 instance #1 ➊

질문 instance #1 ➋

...

질문 instance #1 n

Short Tail
(FAQ)
Long Tail
100+

질문 유형별
발생 빈도수 분포

질문 유형 #1으로 분석
분류된 질문 목록 및 원문

100,000+

Phase 1 에서 수행될 Q 유형별 및 인스턴스 정제
및 답변(A) 작업을 위한 FAQ 기반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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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7 계약서 분석
•기업계약 수주를 위한 RFP Checklist 분석/대응
•IBM Watson Explorer(WEX)의 지능형 RFP 분석시스템 구축 시 수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RFP 텍스트 데이터를 정보화하여,
신속하게 검토해야 할 Check Point(고객 요구 사항, 프로젝트 Risk, 대응 방안 등)를 손쉽고 효율적으로 분석 가능
•신속한 제안 참여 여부 판단, 제안서 품질 향상, 텍스트 마이닝 Search를 통해 추가적인 인사이트 발굴 등으로
작업 시간 단축, 리스크 관리, 업무 생산성 향상 가능

[ IBM WEX Content Miner UI ]

ITB Checklist 각 항목별
문구패턴 미리 주입

적재된 모든 ITB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문서로부터 해당 문구패턴이
발견된 페이지 및 위치까지 탐색!

Checklist 각 항목별
문구패턴 매칭 문서 페이지
및 문장 하이라이트!

현재 당면한 ITB 패키지
및 과거 참조할 ITB 패키지의
수많은 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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