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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EO Korea,inc.

Seoul /KOREA

FRONTEO Taiwan,inc.

Taipei /TAiWAN

FRONTEO USA,inc.

New York /USA

FRONTEO, inc.

Tokyo /JAPAN

UBiC 미국법인 한국법인 NASDAQ FRONTEO KiBiT KiBiT
Automator

E-Discovery / Business intelligence / Artificial intelligence

FRONTEO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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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EO 실적

총9,200건 이상

국제 소송 대응 / 사기 조사 :

리
걸
테
크

국제 소송
(eDiscovery)

미국 · 유럽 소송
Anti Trust소송 /iP소송 /Class Action소송 /PL소송 등

지원 건수 7,800건 이상

법
의
학

부정 조사
(디지털 포렌식)

기술 정보의 유출 · 영업 정보 유출 · 회계 부정 · 횡령
리베이트 · 불법취업 · 카르텔 · 뇌물
증거 은닉 사안 · 증거 제출 사안 etc.

수주 건수 1,400건 이상

교육
(디지털 포렌식)

경찰청, 방위성, 전국 경찰 본부
기타 관공서, 기업 (제조업 · IT관련업 · 전력 · 통신업 · 금융 기관 등)

수강자 990명 이상

2019년 6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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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EO의 인공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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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EO의 인공지능「Kibit」

Landscaping 과 행동정보과학을 결합한 FRONTEO의 인공지능
사람보다 약 4,000배의 빠른 속도로 리뷰 가능

학습・평가를 담당하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대규모 지식을 구성하는 접근 방식

Landscaping
(특허 제5567049호, 특허 제5526209호)

행동정보과학

자연어에 특화 소량의 학습 데이터 OK!

Kibi : 인간의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 Bit : 정보량의 최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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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Kibit」개요

수십 ~ 수백

인간의 판단기준을 소량의 데이터에서 학습한 인공 지능 Kibit이 대량의 데이터에 스코어링을 실시하여 스코어
가 높은 문서부터 검토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KiBiT」학습에서운용까지의 프로세스

형
태
소

분
석

가
중
치

계
산

최
적
화

형
태
소

분
석

스
코
어
링

관련성 있음

관련성 없음

① 학습 자료 준비 ② 학습 학습 (학습된 모델작성) ③ 운용

반복

투입

높은 스코어

낮은 스코어

일상

업무 데이터

소량으로 OK! 자동으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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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EO Solution Family

Legal-Tech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FRONTEO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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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수사/조사에 필요한 대용량의 문서를 처리 하기 위해서 현행 솔루션으로는 많은 리소스가 소요 됩니다.

또한 문서의 종류가 office, pdf, hwp, pst 등 다양하며 양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업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솔루션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AS-IS ] [ TO-BE ]

고용량 프로세싱 속도 이슈 발생

외산 솔루션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한글’ 언어 분석

문서 분석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 증가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는 찾기 어려운 문서 다수

불필요한 문서 추출로 검토 대상 과대 발생

조사 업무에 원활한 수행 어려움!

현행 업무 현황 및 극복 과제



10

인공지능을 탑재한 감사/수사/조사 솔루션의 필요성 대두

감사/수사/조사 업무에서 처리할 데이터의 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량의 비정형 데이터 내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것이 최신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담합

부정행위

세무 조사

횡령

성희롱

보안

감사

유출

자료 유출

저작권

탈세

특허

내부 감사

*[참고] Predictive Coding : Machine Learning 기법을 활용하여 Training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학습 결과를 기반으로
다른 데이터를 분석 및 평가하여 의사결정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원리

비정형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의 강점

- eDiscovery의 최신 문서 분석 방법인 ‘Predictive Coding*’ 을 활용하여 대용량의 문서를 효과적으로 분석
- 머신러닝을 통해 인간이 직접 검색하는 방식을 최소화하여 시간 및 비용 단축 실현
- 빠르고 정확한 검색을 지원하여 산출물의 질(質)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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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프론테오는 아시아 최고의 eDiscovery 소송 경험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인공지능 KIBIT을 탑재한 감사/수사/조사 솔루션

Lit i View Examiner를 제안합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프로세싱 구현

업무 효율성 증대 서비스 확장이 용이한 시스템 구현

효과적인 검색 및 리뷰 환경 제공

✓ 키워드 검색은 기본! 키워드로 검색하기 어
려운 문서까지도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의
사결정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추출

✓ 데이터 중복제거, 각종 필터링을 통해 원하
는 문서들 중심의 신속한 리뷰 제공

✓ 다양한 키워드 조합 시뮬레이션으로 세부
적 문서 분석 지원

✓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처
리하여 감사/수사/조사 시간 단축

✓ 한글 및 다국어(CJK) 를 지원하여 국
내 조사 시스템의 환경에 적합한 시스
템 구현

✓ OFFICE, PDF, HWP 등의 다양한 문
서를 프로세싱 지원하며 이미지/PDF
내TEXT를 추출해 문서의 누락 최소화

✓ 사람대비 최대 4000배 빠른 리뷰 속도
✓ 인력 투입 최소화를 통해 인건비 감축

하여 ROi 증대
✓ 단일 서버에 여러 조사인원이 분산 배

정되어 다수의 인원으로 동시 리뷰 및
분석 지원

✓ 프로세싱 용량 별 솔루션 산정, 향후 증
설 시 간단한 설정으로 용량 증설 지원
(단, H/W 제외)

✓ 데이터 인덱싱과 호스팅을 동시에 제공
하는 일체형 솔루션으로 손쉽게 구축

✓ 자사는 솔루션 외 eDiscovery/포렌식에
대한 전문 인력이 국내에 상주하며 서비
스 상품도 동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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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Lit i View Examiner는 다양한 영역에 활용 가능하며 특히 감사/수사/조사/포렌식 등의 조사 대상이 미확정적인 다량의

문서 내에서 증거 확보, 사건 경위 파악, 위험 요소 감지 등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제점
- 세무조사 기관으로 탈세 관련 대용량 데이터 분석 필요
- 조사 대상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하여 적합한 검색 솔루션 찾기 어려움

◎ 해결 방안
- Lit i View 를 도입하여 고용량 프로세싱 환경 구축

◎ 기대효과
- 분산되어 있는 조사 대상 데이터 취합하여 하나의 리뷰 가능 환경 제공
- 빠른 프로세싱 속도로 세무 조사 시간 최대 단축

◎ 문제점
- 다량의 문서에서 주식 불공정 거래, 매입/매도 감시 중 부정 행위 탐지 어려움
- 조사와 관련한 문서의 키워드 선정의 어려움, 키워드로도 추출이 어려움

◎ 해결 방안
- Lit i View Examiner의 predictive coding 기능을 이용하여 부정 행위 관련 문서를
빠른 시간 안에 검색

◎ 기대효과
- 다량의 문서에서 키워드 검색으로는 찾기 어려운 문서를 손쉽게 추출 가능
- 빠른 검색으로 조사 시간 단축, 업무 효율성 증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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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Lit i View Examin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문서 취합, 분석, 리뷰 환경을 제공하여 각종 조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조사 과정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효율적인 조사 시스템 구축

조사/감사 효율성 극대화 질높은 조사 성과물 도출

운영 비용 절감

✓ 공공기관 : 감사, 조사, 수사에 대한 인프
라 구축,인력 투입, 운영 비용 단축

✓ 일반기업 : 내부 감사 운영 비용 및 벌금, 
과징금으로 인한 비용/손실 최소화

✓ 원활한 한글 문석 분석을 조서 내용의 누
락 최소화

✓ 단순 키워드 분석으로 추출 불가능한 조사
내역까지 검색하여 수준 높은 결과물 제공

✓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 시간 단축 &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검색 최적 시스템 구현

✓ 분산된 데이터를 수집, 분류, 검색하여 관
리 용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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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 다양한 언어에 대한 Detection 필요

⚫ 검증이 힘든 비정형 언어 데이터 분석

필요

⚫ 첨부 파일, 혹은 파일 내 Embedded 

Object에대한 분석 필요

⚫ 전산화되는업무 특징 상 대용량 데이터

감사 필요

⚫ 다양한 유형의 악용 가능성에대비

⚫ 데이터 처리, 검수 인력 비용 ↑

⚫ 다양한 파일 포맷에 대한 분석, 문서에

숨어있는 OCR 데이터에 대한 분석

⚫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

⚫ 내부직원 혹은 협력업체의 보안의식

부재로 인한 각종 보안 사건 발생

⚫ 담합, 횡령, 카르텔 등 다양한 부정행위

개인 통해 발생

심각한 정보유출 사고 5건 중 1건은 부주의한 직원으로 인해 발생
- 2017, 카스퍼스키 랩시큐리티리포트

기밀정보 유출 42%는 직원에 의해 발생.
정보유출 처리 비용 : 중소기업 9,313만원, 대기업 9억5,934만원

- 2017, Gartner, Security Report

최근 5년간 유출 피해의 81.4%가 내부직원에 의한 사건
서류, 도면을 이메일 통해 전송하는 비율이 44.2%로 매우 높음
건당 21억 이상의 잠재적 피해

- 2017, 특허청, 국내영업비밀보유 616개사조사결과

내부감사
요건발생

대규모
고속감사
필요성

비정형
데이터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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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Examiner 

◌ 「Lit i View Examiner」 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독자개발한 e-Discovery / 감사전문분석 Tool

◌ 한글및국내파일, 이미지지원 → Full Scope investigation 구현

인공지능 기반 “Predictive Coding” ⇒ 빠르고 정확한 증거자료 조사/분석

❑ 인공지능을 활용, 학습한 데
이터 기반으로 대상 데이터
에 대한 시나리오 적합성 여
부 수치화

❑ 시간 당 문서 검토 수를 환
산하면 수작업 대비 약
4000배 ↑

❑ 키워드 검색 맹점과 수작업
인간 오류 방지 지원

❑ 다양한 파일과 이미지, 임베
디드 오브젝트를 통한 언어
추출 지원

빠르고 정확한

분석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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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특장점

제공
기능별

수행
작업별

수행
결과별

감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한국어 및 관련 파일 지원

다양한 범위의 데이터 추출

다양한 형태의 분석 시나리오 및
Central Linkage 분석 제공

감사 대상 인원 별 / 감사 사건 별 / 
감사 노드 별 활동 분석 및 데이터 점검

단순 텍스트 분석이 아닌 문서 내 모든
범위에 대한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적은 양의 학습을 통한 시나리오 반영
기능과 분석 도구 제공

검증된 한국어 처리능력, 다양한 한국
시장에서의 전용 확장자 지원을 통한

높은 신뢰도 확충

감사 데이터 배치 / 실시간 수집

비정형 데이터 분석

아시아권 언어 자연어 처리

OST, HWP 등 한국 특화 확장자 지원

Central Linkage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다양한 판단 기준에 대한 처리 방안 지원

수치화 된 결과 제공

⚫ PDF 등에 대한 OCR 기능 제공
⚫ 첨부파일 내 첨부파일의분석 제공
⚫ 다양한 시나리오에따른 분석 제공

⚫ 한자 포함한 아시아권 언어 지원
⚫ ALZ, GUL, HWP 등에 대한 지원
⚫ 국/영문혼합 문서에 대한 자동 분석 지원

⚫ 감사 인원 / 감사 사건 별 / 시나리오별
데이터 분석

⚫ 시나리오 도출 및 피드백 서비스 제공
⚫ 긴급 사항 발생 시 알림 서비스제공

⚫ 단일 문서군에복수 시나리오적용 가능
⚫ 발신-수신도메인별이메일분석을

지원하는 Central Linkage 분석 제공

Lit i View Examiner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 노드 별 / 용의자 별 데이터 수집, 분석과 결과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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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시스템 구성도

사용자

대상자 PC/Storage

Collection Data

Collection

분석데이터

Processing

시나리오
생성

평가기준
선정

기준별
Review Plan 

작성

학습 데이터
생성

Predictive 
Coding 적용

Landscaping 
통한 저비용
고속 학습

데이터
프로세싱

OCR / 
언어 탐지
기능 적용

각 파일에
대한 Text 
indexing

분석결과
관리

분석 데이터
관리

분석결과
재학습/확정

Collection

데이터 연동

배치성/실시간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정책을 설정하고 해당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여 Storage에 보관

관리자

데이터 Scoring

Central Linkage

Emergency Alert

…

데이터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분석 Scoring

Threshold에 따른 긴급 알림

Domain 별 상관관계

복수 시나리오 평가 데이터

Lit i View Examiner
설치 된 HW 1대

1대의 하드웨어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리뷰, 관리자 조회 웹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All In One 시스템

Database

인덱스 데이터 저장

Text 추출 결과, 분석된 결과 저장

추출된 텍스트 데이터와 AI 학습 세트, 
학습 결과와 평가 결과물 저장

index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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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Feature 1) Collection

2Byte 
문자 처리

단어 및
형태소

문서내용
분석

압축파일
분석

Email
메타정보

용의자
정보

메타
정보

결과물 분석단어 및 형태소 단위로 분리, 재조합, 인덱싱기초자료

DATA Collection

Text Processing

Document indexing

Attachment File

Predictive Scoring

Central Linkage

…

Collection
데이터

E-Mail 데이터
문서 파일 데이터
이미지파일 데이터

NLP

LD

OCR

I/F

Collection 과정에서 Text Extraction 수행, 언어 판독, 자연어 처리, OCR 통한 다양한 텍스트 추출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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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Feature 2) Processing

Text
Extraction

Raw Data

E-mail Archive

MS Office Document

Local Formats

image Formats

Archive Files

PDF Files

…

국산프로그램
지원

.hwp, .alz, .gul

Embedded 
Object

텍스트 추출

OCR 통한
텍스트 인식
.pdf, .jpg, .gif, .bmp

압축파일
분석 지원

.zip, .rar, .egg, .7z

Lit i View Examiner는 데이터 노드 별/개인 별/사건 별로 수집, 분석하여 텍스트 자료 구조로 변경하며
변경 과정에 OCR, Embedded Object, 언어 판독 등 다양한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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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Feature 3) AI Scoring

LandScaping를 통한 소량 학습으로 작업 공수 다운! Predictive Coding을 통한 문서 평가 정확도 업!

감사 결과 개선, 성능 향상, 원가 절감 효과

Predictive Review Scoring Result

• 개별 Node 지정 가능
• 다양한 Target 설정
• 강력한 검색 기능 지원

Node-Base
Analysis

체계적 분류 통한
빠른 검색 확보

• 사람 대비 4천배 ↑
• 정확도 7~10배 ↑
• 속도 2배 이상 ↑

(단순 문서리뷰 Tool 대비)

Predictive 
Coding

신속성/정확성 확보

• Custom Tag를 사용한
분석

• 정량적 Tag 외 정성적
Tag 제공

Flexible
Scenario

다양한 시나리오
대응 방안 제공

• 적은 분석만으로 결과
제공

• 관련성에 따른 확률기
반 판독

Training
Set

LandScaping을
통한 빠른 학습

시나리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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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Detail

강력한 한글 추출 능력 지원
Tex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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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Detail

사람보다 4,000배 빠른 인공지능 통한 문서 분석
Predictive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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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Detail

추출한 데이터 전체에 대한 키워드 기반 검색 기능 제공
키워드 검색 기능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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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Detail

정밀한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 제공
키워드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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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Detail

학습된 AI 모델에 따른 각문서 별 시나리오 적합 여부(취약, 담합 등) 수치화 및 Review 기능
시나리오 적합성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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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Detail

학습된 패턴 기반 감사 리포트 제공 및 고위험군 적발
중요도 순 감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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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송/수신자, 도메인 중심 커뮤니케이션 및 패턴 분석 도구 제공
대상자 중심 분석

Examiner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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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82-2-350-3000 | Fax : +82-2-3288-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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