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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관련 인공지능산업의
현황 및 전망

김현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해 2~3개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검색결과에
대한 노동집약적 조사분석을 통한 지식생성은 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엑소브레

율이 극히 낮아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언어지

인(Exobrain)’이 2016년 11월에 EBS 장학퀴즈에서

능 기술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

인간 퀴즈왕 4명과 대결을 펼쳐 우승하였다. 이는

다. 스튜어트 러셀 교수(버클리대)는 인공지능 기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열풍 이후 우

술을 검색산업에 도입하면 현재 1조 달러의 검색

리나라 토종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산업이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

인 엑소브레인이 인간 퀴즈왕들과의 대결에서 완

였다(WEF, 2016).

승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독자적 인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SW 개발을 위해 국가

공지능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

차원 혹은 글로벌 기업의 주도하에 대형·장기 프

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DARPA에서는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

자연어 처리·질의응답 기술을 개발, 애플 시리

시대의 성공은 정보의 80%가 자연어로 기술된 비

및 IBM 왓슨 QA의 모태가 되었으며, 현재 자연

정형 텍스트에서 텍스트 빅데이터를 ‘누가 먼저 많

어 의미 이해를 위한 DEFT(Deep Exploration and

은 가치를 추출해 내느냐’이다.

Filtering of Tex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인간의 지식은 13개월 주기로 2배씩 증가하고

에서는 2021년 동경대 입시 합격을 목표로 Todai

있으며, 특정 전문분야(의료 등)의 지식은 2020

로봇 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추진하다가 작년에

년에는 73일 주기로 2배씩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

언어의 의미분석 한계에 직면하여 포기하였다. 글

다. 텍스트 빅데이터에서 원하는 지식을 찾기 위

로벌 기업의 경우로는 IBM의 왓슨 QA, Googl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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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엑소브레인의 장학퀴즈 우승 장면(2016.11.18)

Knowledge Graph, MS의 Bing 검색엔진과 Apple

글로벌 조사분석 기관인 TechNavio와 BCC리

의 Siri에 정답을 제공하는 울프럼 알파(Wolfram

서치는 인공지능시장에서 언어지능 분야의 전문

Alpha)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 시스템을 시장규모가 가장 큰 1위로 분석하고
있다. TechNavio는 인공지능시장이 2015년 74

언어지능 관련 산업의 동향 및 전망

억 달러에서 2018년 130억 달러(CAGR 19.8%)로,
BCC Research는 2015년 74억 달러에서 2019년

가트너는 2015년도부터 미래 유망기술 예측에

153억 달러(CAGR 19.7%)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

서 인간의 지식노동과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스마

다. 전문가 시스템이 사용될 산업영역은 매우 다

트 머신(전문가 시스템)이 향후 10년 동안 모든 산

양하며, 롱테일 비즈니스(long-tail business)의 유

업 분야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형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능형 가상비서

스마트 머신은 텍스트로부터 지식을 처리하는 기

(Intelligent Virtual Assistant)가 시장규모 3위이며,

술이 핵심이므로, 엑소브레인 기술의 중요성과 활

언어지능 기술은 개인사용자 대상의 가상비서로

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 사용가능하므로 전문가 시스템과 지능형 가상

언어지능 관련 산업은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
이해를 기반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지능화된

비서시장 점유를 위한 중요한 인공지능 기술임을
알 수 있다.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

IBM은 자연어 처리, 질의응답 기술개발을 위해

다. 특히 IT, 헬스케어, 유통, 금융, 법률, 광고 등의

슈퍼컴퓨터 왓슨에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분야에서 대용량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인간의 지

투자하여, 제퍼디 퀴즈쇼에서 우승(2011년)한 이

식노동을 보조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문가

후에 법률, 특허, 금융, 의료 등 분야의 전문가 시

시스템(expert system)이 주요 시장이다.

스템 개발에 집중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구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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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형 검색, 지능형 개인비서, 자연어 질의응답, 전

을 학습하여 자연어로 기술된 사용자 질문에 대해

문가 시스템 등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양질

정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어 질의응답(Natural

의 지식베이스인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

Language Question Answering) SW이다. 엑소브

를 확장하고 있으며, 딥러닝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

레인의 개발목표는 지식산업 환경에서 전문가 수

자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가상비서 M을

준의 질의응답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출시하였으며, 소셜 빅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를

엑소브레인의 핵심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인

수 있으며, 자연어의 어휘, 문법, 문맥의 의미를 이

공지능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해하는 자연어 심층 이해 기술, 빅데이터로부터 끊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시장은 시장 도입기 단

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생산하는 기술, 자

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인간의 지식노동을 전

연어 질문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을 추론하

문가 수준으로 보조할 수 있는 고도화된 언어지능

는 질의응답 기술이 핵심 기술이다.

기술은 Gartner, Techcast, McKinsey 등이 2020년

이번 퀴즈대결에서 선보인 엑소브레인의 한국

이후에 IT 역사상 가장 혁신적 기술로 활용되어 고

어 분석 기술, 지식축적 및 탐색기술, 자연어 질의

부가가치의 인공지능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응답 기술의 수준이 검증된 만큼, 국내 기업들의

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엑소브레인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엑소브레인 연구 현황 및 계획

특히, 엑소브레인의 질의응답 기술은 인간의 문
제해결 방법과 같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질문이

엑소브레인은 내 몸 바깥에 있는 인공 두뇌(外

해 단계에서는 부분문제 단위로 질문을 분할하여

腦)라는 뜻으로, 기계가 자연어를 이해하고 지식

분석하고(한국어 분석 기술 이용), 정답후보 추론

<그림 2> 언어처리 인공지능 미래 전망
IT 역사상 가장 혁신적 기술로 전망
스마트 머신

지적 노동의 자동화

(스마트자문가: 인간의
지적노동 보조)

(5~7조달러 경제적가치)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4
<Gartn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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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iv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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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엑소브레인 SW의 산업화 로드맵

단계에서는 문장으로부터 부분문제들을 충족시

이 가능한 한국어/영어 전문지식 QA 솔루션 개발

키는 수백~수천개의 정답후보들을 탐색하여 생성

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활용될 수 있는 지

한 후(축적한 언어지식 및 단위지식 이용) 최종정

능형 로봇 QA, 웨어러블 QA 등의 솔루션을 개발

답 생성 단계에서는 각 정답후보를 지지하는 증거

할 예정이다.

문장들을 분석하여 검증을 한 후에 최종정답을 추
론하는 과정을 통해 정답을 추론한다.

맺음말

엑소브레인 퀴즈대결은 총 10년 동안의 연구기
간 중 4년차인 엑소브레인 1단계는 언어처리를 위

엑소브레인의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은 인공지

한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2013년 5월

능 분야의 제일 어려운 난제이나, 성공 시 매우 수

부터 2017년 2월까지 4년간 추진되며, 개발 중인

익성이 높은 SW분야의 미개척 분야임에는 틀림없

핵심원천기술은 개발기술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

다. 국가 SW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엑소브레인 과제

해 2016년 11월에 장학퀴즈 <대결! 엑소브레인>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高위험, 高비용, 高난이

을 추진하였다.

도 차세대 인공지능 SW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

ETRI는 오는 2019년까지 2단계 프로젝트에서는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제

응용기술 개발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상담, 법

공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SW, 스마트 기기 및

률, 특허 등 전문지식의 QA(질의응답) 솔루션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탑재되어 지식서비스를 제

세계적 성능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하는 스마트 컨설턴트, 지식 및 지능처리 新산업

아울러 마지막 3단계 프로젝트에서는 2021년까
지 영어로 기술된 전문지식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국가 SW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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