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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기

언어지능연구그룹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엑소브레인 병렬형 과제 및 추진현황 소개
(사용자와의사소통을통한지식공유및지능진화가가능한엑소브레인 SW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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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순서

엑소브레인 사업개요

엑소브레인 추진현황

엑소브레인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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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비전

언어를이해하고, 지식을학습하여, 전문지식을제공하는언어지능SW 개발

※ 엑소브레인(外腦, Exobrain): 내 몸 바깥에 있는 인공 두뇌라는 뜻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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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earn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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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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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Predicting

Machine
Collaborating

백과사전, 뉴스기사 질의응답 법률/특허분야 질의응답 금융/공공분야 지식상담 기업/공공 빅데이터 분석로봇/자동차/단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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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응용 서비스

Decision Support
• 전문직종의사결정지원

Question Answering
• 법률/특허등의전문가판단지원

Thinking Machine
• 지능형단말의인공두뇌로활용

착륙예정점에대한경사각수직면
유도결함의정비항목은?

Edward Fox was diagnosed 
with type 2 diabetes last 

year. What are good 
medications for him? 

이특허출원서와중복되는
선행특허는? 

자연어 심층이해 지식 학습·생산

자연어 질의응답

무배당신바람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신장결석으로

충격파쇄석수술을했는데, 수술시
보험금지급이가능한가요?

AI-Assisted Agents
• 금융/민원등고객상담지원

전문가(예: 변호사, 변리사)와지식소통이가능한인공지능SW개발
* 지식산업환경에서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을 통한 전문지식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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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개발 로드맵

도전적 원천기술 확보로 시작, 글로벌 기술로 발전
원천기술 개선(1단계) + 신규기술 확보(2단계) = 응용기술 실증과 산업화

2013.05 2017.03 2020.01 2023.02

1단계
(핵심 기술 개발)

IBM 왓슨과 기술격차 7년을
4년간 개발하여 단축
(사실지식QA 시스템)

2단계
(응용 기술 개발)

전문분야 질의응답
시스템

전문지식 QA 시스템 상용화
(법률, 특허, 금융, 공공분야)

3단계
(글로벌 기술 개발)

전문분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상용화

엑소브레인 오픈API

상용화 추진, 오픈API, 말뭉치

지능형 로봇 QA

스마트머신 지능적 업무 수행

다국어 지식 QA

다국어 지식서비스 제공

목표
및

결과물

기술검증
및

사업화

전문지식 QA

법률/특허 전문지식 제공

지능형 상담 QA

헬프데스크 상담 QA

기술검증
장학퀴즈 <대결! 엑소브레인> 

압승(’16.11.18)

엑소브레인 인공지능
산/학/연 생태계 구축

전문분야 컨설팅 QA

전문가 의사결정 지원

엑소브레인 생태계

표준화, SW보급, DB/말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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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사업단 구성 (2단계)

• ETRI 주관 국회도서관, 

특허정보원, KAIST 등 참여

• 세부과제 총괄, 자연어 이해

및 질의응답 기술 개발

출연연 (총괄·1세부과제)

• 솔트룩스 주관 KAIST, 

숭실대, 경북대, KT 등 참여

• 지식베이스 구축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산업체 (2세부과제)

• KAIST 주도로 서울대, 

울산대, 부산대 등 참여

• 인간 모사형 자가학습 및

지식 추론 기술 연구

대학 (3세부과제)

인공지능 산/학/연 컨소시엄: 공유와 협업을 통한 생태계 확산 추진

지식학습/구축(2세부과제)

자연어 이해(1세부과제)

질의응답, WiseQA 플랫폼(1세부과제)

딥러닝 기반 QA
(1세부과제)

지식베이스 기반 QA
(2세부과제)

개념 그래프 기반 QA
(3세부과제)

Formal
Knowledge Base

지식
추출/학습 고속 하이브리드 추론 지식베이스

구축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의존구문
분석

의미역
인식

상호참조,
생략어
해결

패러프레
이즈
인식

Linguistic 
Knowledge Base

1세부과제

한국어 언어자원
(어휘지도, 워드넷)

3세부과제

2세부과제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되는 과제로, 전체 컨소시엄(세부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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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확산 로드맵

<엑소브레인 생태계 조성방안 (2013년도 작성)>

1. (’16년) 장학퀴즈 <대결! 엑소브레인> 압승을 통한 산업계 수요 창출
- 국내 최초 인간과 AI와의 대결, 국내 AI 기술의 가능성 확인

2. (’17년) 한국어 분석 기술의 오픈API 제공과 기계학습 데이터 보급
- 표준화를 통한 학습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제공 및 지재권 확보 병행

3. (‘18년~’19년) 법률, 특허, 금융 분야 산업화 실증 및 성공 사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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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특허, 표준화 등 연구성과

• 논문, 특허, 표준기고서 등은 엑소브레인 홈페이지 참고
– http://exobrain.kr

• 학습데이터 다운로드는 엑소브레인 오픈API 홈페이지 참고
– http://etri.re.kr/aiopen

310건310건
(SCI/E급 48건)

논문 발표·게재 학습데이터 보급

428건
(‘15년도부터 보급)

226건

특허 출원·등록

6건

국내외 표준 채택

http://exobra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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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오픈API 서비스 (‘17.10.30 시작)

• 중소·벤처 기업, 학교, 개인 개발자 등의 다양한 응용 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인력 양성 지원 목적
– http://www.etri.re.kr/aiopen

기술/

데이터

세부 기술/

데이터
오픈API/데이터

언어처리

한국어 언어분석
API 6종(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동음이의
어 분석, 다의어 분석, 의존구문 분석, 의미역
인식)

한국어 어휘관계
분석

API 4종(어휘 간 유사도 분석, 어휘정보, 동음
이의어 정보, 다의어 정보)

한국어 질문분석 API 1종(한국어 질문분석)

기계학습
데이터

한국어 QA 

데이터셋

질의응답 3종(SQuAd 한국어 QA sets, 퀴즈
QA Sets, 위키피디아 QA sets)

한국어 언어분석

말뭉치

언어분석 6종(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동
음이의어 분석, 다의어 분석, 의존구문 분석,
의미역 인식용)

한국어 형태/의미

말뭉치
울산대학교 학습 말뭉치 1종(형태의미)

한국어 시공간

말뭉치

KAIST/충북대 시공간 2종(시간정보, 공간정
보 말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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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오픈API 사용통계 (‘18.7.20 시점)

459개 기관
(삼성, SKT, 네이버 등)

가입 기관 수 사용건수

2천 7백만회
(일일 1만1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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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주요성과

<마인즈랩, maum.ai 플랫폼 출시 및 다분야에 사업화>

<인터웍스미디어, 문맥 맞춤 광고 상용화> <솔트룩스, 아담 플랫폼 및 상담 AI 출시>

<기타 산업화 사례>
• A, B은행사: 은행 상담 솔루션으로 활용
• 대기업 SI업체: AI 플랫폼에 한국어 분석 기술 활용
• 이통사, 포털업체: 엑소브레인 학습데이터 활용
• SW솔루션 업체: AI 면접솔루션에 한국어 분석 기술 적용
• 오피스 솔루션 업체: AI 오피스 개발에 QA 기술 적용

• 기술이전: 총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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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 목표

엑소브레인오픈API

언어처리, 질의응답 API

인공지능변리사

특허조사분석및심사자문

인공지능법률가

법률,판례, 소송등자문

엑소브레인생태계

SW 배포, DB 배포,  인력양성

전문분야 대상 자연어 처리, 질의응답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전문분야: 법률,특허, 금융, 공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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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