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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중요성 > 비정형 데이터의 위치
2020년이 되면 매 초 마다 1.7MB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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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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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대비 우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워드

이미지

빅데이터

자연어 처리가 어렵다
동영상

PDF
트위터

80 ~ 85%가
비정형 데이터

전수 검사가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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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트 데이터 분석은 “무엇” 뒤에 숨어있는 “왜”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정형분석

비정형분석

“WHAT is happening?”

“WHY is it happening?”

온라인 의류업체 3분기 연속 판매 부진
Customer Insight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율 20%
증가

주문/포장/배송상의 서비스 미흡에 대해 고객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함
의사가 직접 작성한 환자 노트에서 알 수 있는 나이와
재입원율의 상관관계 등 놓친 의학정보

Healthcare

특정 지역 설계사들의 상품 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 판매
행태

보험사 지난 달 민원 12% 증가
Insurance

범죄율이 서서히 증가한 지난 6개월 간
체포 건수 감소

새로운 패턴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재배치 미흡
Crime

Data and AI Forum by IBM

분석 사례 :
SNS(Buzz 분석 사례)
TV 판매량 증감 원인 분석
Buzz와 판매 연관 분석

• TV 판매량이 증가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 TV 판매량이 증가하는 시기와 상관도가 높은 키워드는?

브랜드별 판매량 증감 원인 분석
• 브랜드별 TV 판매량의 증감 추이는 어떻게 다른가?
• A사 판매량이 높은 시기, 제품에 대한 회사별 긍/부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제품별 판매량 증감 원인 분석
• 제품군별로 판매량 증감 추이는 어떻게 다른지?
• 판매량이 높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가 언급한 제품 속성 및
긍/부정은?
• 다른 제품에 대한 소비자가 언급한 제품 속성 및
긍/부정도는?
• 등록된 제품 속성 외 추가로 언급하는 제품 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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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SNS(Buzz 분석 사례)

월별 TV 판매량 증감 추이

TV 판매량은 11,12월에 전반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2017년 1월 ~ 2018년 3월 TV 판매량 데이터 분석 결과,
2017년 11월~12월 사이 판매량이 급증하는 경향이 발견됨

타 기간 대비 2017년 11~12월에 ‘Black’
‘Friday’ 관련 Social Buzz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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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SNS(Buzz 분석 사례)
연말 할인으로 인한 판매 급증 이후 A사와 C사의 판매량 추이가 다름을 확인

브랜드별 TV 판매량 추이

A사

2017 연말 할인 이후
A사 제품의 판매량은
급감하는 반면,
C사 제품은

높은 판매량을 유지

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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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SNS(Buzz 분석 사례)
2017년 9월 저가 전략 모델로 나온 C가1모델은 타 제품군에 비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고 브랜드별 판매량 증감 원인 분석에서 C사 상반기 판매 수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C가1 제품군

C나5 제품군

C다4 제품군

C라2 제품군

xx 브랜드 Sell Out

제품군별 판매수량 비교를 통해 C가1 제품군이 2018년 상반기
판매수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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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SNS(Buzz 분석 사례)
C가1 모델에 대해 Feature에 따른 감정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긍정
Buzz가 높은 비율로 존재하였고 Motion, Blacks, Upscale 등에서 일부 높은 비율의
부정 Buzz가 존재함
1. Display, HDR, Resolution, Color
가장 많이 언급된 4개의 Feature에 대해
긍정 Buzz 대 부정 Buzz의 비율이 7로
높은 수치를 보임

1

7

2. Motion, Blacks, Upscale
부정 Buzz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며
높은 상관도를 보임

:
1
결론: 제품의 화질, 색감을 소비자들은
중요시하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덕분에 매출이 올랐을 것

2

부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

개선점: Motion, Blacks, Upscale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한다면 더 좋은 Buzz를
바탕으로 판매가 늘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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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SNS(Buzz 분석 사례)
반면, C나5, C다4, C라1 모델에 대해 Feature에 따른 감정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부정 Buzz의 비율이 C6F 모델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일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정
Buzz가 존재함
1. Display, HDR, Resolution, Color
같은 Feature를 놓고 분석했을 때
긍/부정 Buzz의 비율이 3:1 정도로
긍정 Buzz가 많이 존재
(C가1에서는 7:1)
1

동일 Feature 비교

3

:
1
2

3
부정적 표현

2. Blacks, Upscale, Motion
상위 제품군으로 가면서 Blacks, upscale,
Motion 등에 대한 긍정 Buzz의 비율이
올라갔음
(C가1에서는 부정적이었던 Feature)
3. Brightness, viewing
긍정적인 Buzz와 부정적인 Buzz가 거의 1:1
개선이 필요해 보임

결론: 부정 Buzz의 비율이 높아서 C가1와
같은 Sell Out 증가를 보이지 않았을 것
개선: Brightness, viewing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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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SNS(Buzz 분석 사례)
사전에 Feature에 등록되지 않은 요소 중 C가1 모델의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을 실시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요소는 없을까?
더 생각해 볼 요소
1

2

3

1. 가격 – “price”, “sale”
“Price”만 언급된 사용자 리뷰(e.g.
BestBuy)도 존재하며
빈도수가 높고 실제 C6F 모델의 가격
전략이 성공한 것 같음
2. 설치 – “box”, “setup”, “stand”,
“leg”
같이 실제 설치시 stand에 맞는 지 등
구매하려는 고객이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있음을 볼 수 있음
3. 세부 기능 – “HDMI”
HDMI를 지원하는 지, inputs을 하기 쉬운
위치에 단자가 위치해있는 지

C가1 TV 판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요소는 TV의 기술적 요소 외에도
“가격”, “설치의 가능성/편의성“, “HDMI 기능 지원/편리성＂등 사람의 생활에 밀접한 요소들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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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PDF 파일 분석 사례
Document

Caption Start
Detection

Region Detection

Caption-Region
Assignment

Text & Graphic
Extraction

Tex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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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PDF 파일 분석 사례
Crawling
File System / RDBMS

Developing :
Annotation

Parsing & UIMA

Build Studio
Resource

Text Files
빅데이터 분석서버 (IBM Watson Explorer)

Title
Abstract

Crawler
Framework

Document Processor

Annotator

Annotator

Inspector

Document
Generator

Parser

Paragraphs
Author
Keyword
ISSUE
Journal
Publisher

Crawlers

Text Analytics
& Search Runtime

UIMA

CAS

Indexer
Service
Raw Data
Store

Crawler
Plug-in

Importer
Framework

Taxonomy
Index

Search
Index

Facet Count
Sub Index

Thumbnail
Index

Indexer
Document
Cache

Content Analytics
Studio

CSV
Importer

Common Infrastructure

Control

Monitor

Exporter

Configuration

Export Plug-in
Logging

Security

Scheduler

R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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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PDF 파일 변환 후
데이터베이스내 메타 정보(제목, 작성자, 날짜 등) 검색 => 문서 내용( 본문 텍스트 기반)의 탐색
• 문서 본문 텍스트 크롤링/임포팅 > 문서 내용 검색 및 탐색
• IBM 솔루션을 활용한 탐색 > 쿼리 네비게이션, 고급 검색, 패싯탐색, 빈도 – 상관 값 기반 분석, 시계열
분석, 분류 체계 기반 상관 분석
AS-IS

TO-BE

AND 조건

OR 조건
기간 조건

필드 조건

•
•
•

기 정의된 정형 필드 검색 – 제목, 작성자, 날짜 및 색인
데이터
게시 내용 위주의 검색 -> 문서 내 본문 텍스트 검색이
안됨
고급 키워드 연산 검색 안됨 : AND|OR|NOT|QUET

•
•

대소문자
NOT AND 조건
자연어 검색

AS-IS 기능 수용 뿐만 아니라
문서 내용 탐색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
• 탐색 : 쿼리 네비게이션
• 분석 : 시계열 분석, 주제별 연관 분석, 빈도
상관 분석
• 단순 DB 검색의 지식 활용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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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PDF 파일 변환 후
사용자 정의 사전 기반의 통합 확장 검색: 약 3,000여개 키워드
•

용어 사전 기반 사용자 정의 사전 구축 > 기본 사전외 추가 커스텀 사전 개발 구축함
(ex. 분리막으로 검색시 분리막, 세파, 세파레이터, SEPA, SEPARATPOR, SRS

AS-IS

❖ 분리막 검색시 5번의 항목을 검색해야 함
• 검색 키워드 : 분리막
• 검색 키워드 : 세파
• 검색 키워드 : SEPARATOR
• 검색 키워드 : SEPA
• 검색 키워드 : SRS

TO-BE

검색 확인
검색 확인
검색 확인
검색 확인
검색 확인

❖ 분리막 검색시 한번으로 결과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함
•
•
•
•
•

분리막 발열 – 분리막과 발열이 동시에 들어 있는 문서
(분리막 발열) WITHIN 5 – 두 단어가 5개 단어 내에 인접하여
나타나는 문서
(분리막 발열) WITHIN SENTENCE 두 단어가 한 문장안에
동시 출현하는 문서
분리막 - 발열 – 분리막이 들어간 문서 중에서 발열이 포함된
문서는 제외
Title : 사행* - 제목이 사행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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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PDF 파일 변환 후
업무 주제별 연관 분석을 위한 패싯탐색 분류 체계 설계
•

발생유형, 원인분석, 불량원인, 개선방안 등을 문장 구조 및 특성, 문서/문장 의미 기반 규칙 개발
Ex) 기준 스팩(제품.부품.공정.영향인자.규격/특성) + 업무주제(발생처, 발생유형, 원인분석, 불량원인,
개선 방안)
프로세스

이슈 발생

이슈 식별

업무규칙
발생처
발생현상

원인 분석

발생 유형

원인 식별

분석방법

…
…

실험 장비
….

기준스팩

Level-01
발생처

제품 / 부품

Level-03

사내
사외
공통

사내/사외

규격/특성

Level-02

애플리케이션
제품유형
발생유형

소형 xxx, xxx, xxx
각형설, 원통 형, xxx
이슈 유형 규격 항목
발화 발열
HxxBxx, Impack Drop, 과충전, 가속 Cycle, Crush, ..

이슈 유형
규격 항목
원인 분석
분석 방법
측정 장비

분해 분석, 영상 분석, 외관 분석, 형상 분석, 정밀 분석,…
X-ray, CT, SEM, xxx, BBB, CCC
공정 / 설계 / 고객 Fault / 공통
이물질, xxx, xxx
xxx, bbb, ccc,…
외부 단자, 외부 충격, 외부 xxx
저전압, xxx, bbb

불량원인
공정
설계
고객오사용
공통

설비 / 장비

기준 인자
설계
…

Value
사내 / 사외 / 기타
Field 3xx
공정 / 규격 특성 항목 활성화 등

고장영향인자
Cell 부품
원재료
조립
PACK/XXX 부품
공통 부품

Cell / PACK/XXX / 공통
분리막, … ,….
xxx, bbb, ccc,…
MMMMMMMMMMM
BBBBBB

개선 사항
공정 개선
설계 개선
RISK/선별사례
…

외부 단자, 외부 충격, 외부 xxx
외부 단자, 외부 충격, 외부 xxx
분해 분석, 영상 분석, 외관 분석, 형상 분석,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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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PDF 파일 변환 후
비즈니스 기반 신규 분류체계를 통한 문서 식별/분류

• 기존 수작업 문서 분류 > 문서 내용 및 구조기반 규칙 및 Custom Annotator를 통하여 자동 분류
예) 규칙 기반 – 발생 유형별->이슈현상/규격항목, 원인 분석별 -> 분석 방법/측정장비, 개선 공안별 -> 공저/설계
예) Custom Annotator : 발생처별 -> 사내/사외/공통, 문서 분류별 -> 메인 분류/이슈리포트/인증보고/기타 산출물

주요 업무 주제 문장 식별/매칭

• 발생유형, 원인분석, 불량원인, 개선 방안등을 문장 구조 및 특성, 문서/문장 의미 기반 규칙 개발
• 불량원인 패턴
• 개선방안 패턴

❖ 시나리오
A 이슈와 연관된 불량 원인에 대하여 발생처별 및
제품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가?

• 불량원인 유형에 발생처별 현황은?
• 불량원인 유형에 제품 유형별 현황은?
• A 이슈와 연관된 불량 원인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불량
원인 유형은?
• 발생처별 발생 유형-A 이슈 유형“+”불량원인-고객
오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품 유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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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데모 부스 - 시나리오
검색
패싯,
시계열,
편차,
경향,..

패싯트리
(분류맵)

1
2

3

연관된
품사빈도

원문보기

탐색어와
연관관계

1. Default Facet
데이터 로딩만으로 분석할 수 있음
기본적인 Pattern Discovery 수행
- Part of Speech
- Phrase Constituent
- Sentiment Expression

2. Structured Data Facet
분석대상 문서와 연계된 메타 정보
비정형 데이터와 연계 insight 도출
- 작성자, 분류, 소분류, 회사명,
브랜드 평가점수,.. 등

3. Analysis Facet
인지 컴퓨팅 기반 분석 목적에 따라
텍스트에서 추출한 분석 관점
- 상품 관점
- 긍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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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데모 부스 - 시나리오
비정형 컨텐츠에서 원하는 패턴 추출 및 정형화

자연 언어 처리

사전

분석규칙

자연어 처리(NLP)
• 언어식별
• 형태소 분석
• 품사 태깅
• 개체명 분석
• 구절 분석
• 구문 분석

다양한 방식의 분석 및 가시화
빈도 분석
상관 분석
시계열 분석
경향 분석
편차 분석

사용자 정의 분석 Rule
• 사전 정의
• 분석 규칙 정의
텍스트 원문
(메신저, 이메일,…)

패싯쌍 분석
원문 보기

Annotation 데이터
(Facet)

상황 인지
(퇴사 및 정보 유출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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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 :
문서 클러스터링

내재된 문서 유형(Document Clustering) 추출을 통해 특정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5개의 Cluster(유형)으로 분류
가능함
발생한 Social Buzz간 유사도를 기반으로(K-means Clustering Algorithm)
전체 Social Buzz를 총 5 개의 그룹으로 분류

1

불필요한 OLED/QLED Buzz

OLED 계약에 관한 Buzz
OLED 스크린 Smartphone Buzz
→ 추후 프로젝트 시 제외

•
•

4

2

모니터 기술 관련 장문 Buzz

“flat”, “technology” 등 화면의 기술에
대한 Buzz
•
“quote”, “talk” 등 전문가 인용
→ 전문가 인용을 통한 Buzz 확산 관리

•

할인 등 가격 관련 마케팅 정보

“woot” – 11번가와 같은 전자기기 할인
사이트의 Big deal 정보
•
“deal” – 할인 등 행사 정보
→ 할인 마케팅 Buzz를 더 늘릴 필요

•

5

3

질문 답변 형식 Buzz

“Submitted”, “ago”와 같이 Reddit 등의
커뮤니티 Buzz
•
스마트폰 관련 Buzz 다수
→ Quora 같은 추가 소스 발굴. 클리닝

•

사진 공유 위주의 Twitter Buzz

“pic” – 사진만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가
없는 트윗 Buzz
•
“mkbhd” – tech influencer Buzz
→ 정보 x 트윗 제외, influencer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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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labeled document
sections you can :

분석 사례 :
Smart Document Understanding

문서 구조 및 구성요소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결과물(예: 테이블 헤더 도는
초록)을 사용하여 문서를
세그먼트화하고 관련 없는 부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 스캔한 비즈니스 문서에서(OCR)에서
텍스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문서 형식 : pdf, word, execl,
powerpoint, html, png, jpeg, tiff , json
등)
• 복잡한 테이블과 도메인 특정 테이블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Rapidly Train

•

Not index certain content

Train AI model with point and click

•

Merge content

Label content in a small set of sample
documents, including semantics like title,
abstract, author or your own custom
labels.

•

Split content into separate
documents

•

Identify Q&A Pairs

•

Perform targeted queries on
specific content

•
•

•
•

Train on table semantics, header, footer,
columns, more.
Tests show 99% accuracy in as little as
200-300 labeled pages. Homogenous
data sets in even less trained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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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atson Explorer
IBM Watson Explorer 는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시각화 하여 다양한 Insight를 제공하는 솔루션
텍스트
정형화






UIMA 분석 엔진
형태소 분석
용어사전을 이용한 키워드/개체 분석
Rule기반 문장패턴 인식을
통한 의미 분석

시각화 /
마이닝






웹 기반의 전용 화면
패싯 검색 /
빈도/상관, 고급 검색
시계열/편차/패싯 쌍/연결

Not only was the pick-up line at the
counter very long, but I waited 30
minutes just to talk to a rude
representative who gave me a car
that smelled like smoke, had
stained floor mats, a dented fender,
and only half a tank of gas

확장





360 View (외부 데이터와 통합 화면 )
기계학습 Annotator
(Watson Knowledge Studio)
SPSS, Cognos Analytics 연계

RDB

• 트렌드, 패턴, 시간, 빈도, 분포, 연관관계
• 비즈니스 컨텍스트 추출 및 감성 분석

• 외부데이터와 연계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환경 제공 (360View)
• 기계학습 영역으로 확장
• 정형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반출하여 BI 및 고급분석 도구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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