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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브레인 한국어 분석 및 질의응답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고도화 계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기*･허정*･임수종*･이형직･이충희

1. 서 론1)

현재 정보의 80%는 자연어로 기술된 비정형 텍스트이

며, 텍스트 빅데이터에서 ‘누가 먼저 많은 가치를 추출해 

내느냐’가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현재의 웹 데이터는 13개월 주기로 

2배씩 증가한다고 하며, 2020년에 의료분야의 지식은 

73일 주기로 2배씩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원하는 지식을 찾기 위해 2-3개의 키워드 

검색을 한 후, 검색결과에 대한 노동집약적 조사 분석을 

통한 지식탐색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효율이 극히 낮

다.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형태로 질문을 표현하

여 정답을 추론 가능한 질의응답 기술이 많은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스튜어트 러셀 교수(버클

리대)는 인공지능 기술을 검색산업에 도입하면 현재 1조 

달러의 검색산업이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WEF, 20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주축으로 솔트룩스, 

KAIST 등이 참여하여 개발한 ‘엑소브레인(Exobrain)’

이 2016년 11월에 EBS 장학퀴즈에서 퀴즈왕 4명과 

대결을 펼쳐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IBM의 왓슨, 구

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열풍 이후, 우리도 세계적 수준

의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엑소브레인은 “내 몸 바깥에서 지식노동을 도와주는 

인공 두뇌(外腦)”라는 뜻으로, 기계가 자연어를 이해하

고 지식을 학습하여 자연어로 기술된 사용자 질문에 대

해 정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어 질의응답(Natural 

* 정회원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

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였음. [2013-0-00131, (엑소

브레인-1세부) 휴먼 지식증강 서비스를 위한 지능진화형 

WiseQA 플랫폼 기술 개발]

Language Question Answering) 기술개발이 목표이다. 이

와 같이 개발된 기술을 통해, 지식산업환경에서 전문가 

수준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엑소브레인의 장학퀴즈 대결은 총 10년 동안의 연

구기간 중 1단계(2013.5-2017.2)에 개발된 원천기술의 

수준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산업계의 인공지능 수

요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엑소브레인의 핵심

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수준으로 문장을 문법

분석을 할 수 있는 한국어 분석 기술, 텍스트 빅데이

터를 대상으로 언어지식과 단위지식(트리플)을 학습

하고 저장하는 지식 축적 및 탐색 기술, 여러 개 문장

으로 구성된 질문을 이해하고 단답형 정답을 추론하

는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이다.

현재 진행중인 엑소브레인 2단계(2017.3-2019.12)에

서는 법률, 특허 등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서술형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 질의응답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어휘·문장의 문법분석에서 나아가 상호참

조 해결, 생략된 어휘의 복원, 패러프레이징 등의 의미분

석이 가능한 언어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명사와 개체명 

위주의 단답형 정답추론에서 나아가 문장형태의 서술형 

답변을 추론할 수 있는 질의응답 기술 개발이 목표이다.  

그림 1 엑소브레인의 장학퀴즈 우승 장면(2016.11.18)

특집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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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SW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 

혹은 글로벌 기업의 주도하에 대형·장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서는 자연어 처리·질의응답 기술을 개발, 애플 시리 

및 IBM 왓슨 QA의 모태가 되었다. 애플 시리는 2003

년부터 5년 간 SRI인터내셔널이 주도하고 DARPA가 

2억 달러를 투자한 인공지능 연구 프로젝트 CALO 

(Cognitive Assistant that Learns and Organizes)에서 출

발한 기술이며, IBM은 DARPA의 Advanced QA를 연

구하는 AQUAINT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왓

슨 QA 개발이 시작되었다. 현재 DARPA는 자연어 의

미 이해를 위한 DEFT(Deep Exploration and Filtering 

of Text)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립정

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와 후지쯔

가 공동으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2021년 동경대 

입시 합격을 목표로 Todai 로봇 프로젝트를 2011년부

터 추진하다가 작년에 언어의 독해력 기술개발의 높

은 한계에 직면하여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간과 대화하며 일반지식과 서비스를 제

공하는 챗봇, 가상비서, AI스피커 등이 등장하여 언어

처리와 언어생성 기술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마이

크로소프트는 2016년 3월 딥러닝 기반의 챗봇서비스 

‘테이’를 공개했으나 통제되지 않은 학습과 대화 품질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마이크

로소프트의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 기계가 언어의 의

미를 이해하는데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을 증명하는 

반증이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기계가 텍스트의 의미를 의해

하여 질의응답을 하기위해 최근 2-3년 이내에 여러 

기관에서 구축하여 배포하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 

소개한다. 3절에서는 엑소브레인 1단계를 통해 개발

된 원천기술들에 대해 설명한다. 4절에서는 엑소브레

인 2단계의 개발방향 및 적용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최근의 질의응답 데이터셋 및 관련연구

기계가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고

(MRC: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읽은 글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질의응답 기술 개발을 

위해 질문-정답-정답단락의 트리플로 구성된 대규모의 

데이터셋이 공개되고 있다. 이미 이미지넷(ImageNet)

에서는 1,000개의 분류된 객체에 대해  1천5백만장의 

태깅된 데이터셋을 제공하여, 영상인식 기술의 진보

를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한 사례가 있다. 

스탠포드 대학 뿐만 아니라 IBM, 구글, 마이크로소

프트,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질문에 포함된 

단어 및 단어들의 어순을 매칭하여 정답을 추론하는 

기존의 질의응답 기술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계가 글

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능력인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과 읽은 글의 이해정도를 평가하기 위

해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 기술을 딥러닝 기반

으로 개발하고 있다. 어휘와 문장의 문법분석에서 나

아가 “독해력을 갖는 기계”(Machine Reading 

Comprehension)를 연구하는 단계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초기 연구단계에서는 QA 시스템에 질문-정답

단락이 입력되는 형태로 기계가 빅데이터에서 정답단

락을 찾아야 하는 문제는 제외되어 있고, 정답단락의 

문장 수가 비교적 적다는 단점이 있다. 

2015년부터 구축되어 배포되고 있는 대표적인 QA 

데이터셋은 아래와 같다. 이외에도 WikiQA, Machine 

Comprehension Test, CBT(Children’s Book Test), 

BookTest 등이 있다.

• CNN/Daily Mail(Google DeepMind & University 
of Oxford, 2015): 구글 딥마인드는 실세계의 독

해력 문제를 반영하는 대용량 데이터셋 구축을 

목표로, 미국의 CNN 뉴스기사를 2007년 4월

부터 2015년 4월까지, 영국 Daily Mail의 뉴스

기사를 2010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각각 

수집하여, 정답이 들어있는 문서셋 312,085건

을 구축함. 원본문서에서 나타나는 엔티티들을 

익명화하여 변환 후, “X”로 명기된 엔티티(단

어 또는 구/절)를 찾아야 하는 질문셋 

1,384,887건을 구축함[1]. 그러나 이 데이터셋

은 에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

며, 엔티티에 대한 빈칸 채우기 문제(Cloze 

type question)는 독해력 난이도가 낮아 사람의 

성능과 근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기

계의 독해력 판별에는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2] 

• SQuAD(Stanford Question Answering Dataset, 
2016): 스탠포드 대학에서 위키피디아 문서 536

건을 대상으로 107,785건의 질문을 크라우드 소

싱을 통해 만듬. 정답을 추출하는데 제공되는 정

답단락은 4-5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서 QA문제

로는 정답단락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인간의 정답율이 

91.2%(F1)인데 비해 최고성능이 84%(F1)로 매우 

높음(2017년 5월 기준)[3]

• MS MARCO(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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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MS는 기존에 구축된 CNN/Daily Mail, 

SQuAD 등의 데이터셋이 정답단락에 기술된 단

어를 사용하고 어순도 유사하다는 문제점을 탈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실제 질문하는 문장과 

정답단락이 다르게 표현(예: 오자, 약어, 패러프

레이징 등의 사용)되는 실제적인 독해력에 데

이터셋을 구축하고자 함. 빙 검색엔진 사용자 

로그로부터 100,000건의 질문을 구축하였으며, 

1백만건의 정답단락은 실제 웹문서로부터 추출

하여 2십만건 이상의 웹문서와 연결시켜 구축

함[4]

• NewsQA(2016): MS의 자회사인 Maluuba에서 

CNN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다수의 문장에서 정

답을 합성해야 하는 문제, 질문과 정답 문장 간

의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을 이해해야 정답

을 추론 할 수 있는 보다 난이도가 높은 데이터

셋을 구축함. 질문의 수는 119,633건이며, CNN 

뉴스기사는 12,744건임[5]  

  

3. 엑소브레인 1단계 연구현황

본 절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한 핵심기술 중, 자연

어의 어휘, 문법, 문맥의 의미를 이해하는 한국어 분

석 툴킷, 자연어 질문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는 질문분

석 기술, 단답형 정답을 추론하는 질의응답 기술에 대

해 기술한다. 

엑소브레인의 한국어 분석 툴킷은 순차적으로 전 단

계의 분석결과를 입력받아 해당모듈의 분석결과를 출

력하는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된다. 아래의 그림은 한국

어 분석을 파이프라인 형태로 처리하는 예시이다.

• 형태소 분석: 문장을 구성하는 각 형태소를 분리

하고 형태소의 기본형 및 품사(part of speech) 

정보를 인식[6] 

• 어휘의미모호성 해소: 전후에 사용되는 단어의 

조합에 따른 동형이의어(homonym)와 다의어

(polysemy)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 동형이의어는 

형태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단어이고, 다의어

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

로 사용되는 단어임 

• 개체명 인식: 문장 내에 출현하는 고유명사에 대

한 의미적 분류를 146개로 세분화하여 분류 (예: 

사람이름, 지명, 기관명 등)

• 의존구문 분석: 문장 내 어절 간의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기술[7]

• 의미역 인식: 문장의 서술어와 그 서술어에 속하

는 논항들 간의 의미관계를 결정하는 기술[8]. 

• 상호참조해결: 문맥 내에서 동일한 개체(entity)

를 지칭하는 멘션(mention)을 인식하여 연결하는 

기술 

• 무용대용어 생략복원: 문장에서 생략된 논항을 

파악하여 복원하는 기술

엑소브레인의 질의응답 기술은 문장으로 구성된 자

연어 질문에 대해, 질문분석 단계에서는 부분문제 단

위로 질문을 분할하여 분석하고(한국어 분석 기술 이

용), 정답후보 추론 단계에서는 문장으로부터 부분문

제들을 충족시키는 수백개의 정답후보들을 탐색하여 

생성한 후(축적한 언어지식 및 단위지식 이용), 최종

정답 생성 단계에서는 각 정답후보를 지지하는 증거

문장들을 분석하여 검증을 한 후에 최종정답의 신뢰

도를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정답을 제시한다. 

특히, 자연어 질문분석 기술은은 사용자의 질문에

서 요구하는 정답에 대한 다양한 단서들을 분석하고 

인식하는 기술로, 엑소브레인에서는 많은 수의 문제

들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분석대상이 되는 정보

들을 정의하여 개발하고 있다.

표 1 RC/QA 데이터셋

데이터셋 질문 구축 질문 수
문서 수

(문서유형)
URL

CNN/

Daily Mail

빈칸 메우기 

질문 생성

387,420

(CNN 뉴스)

997,467

(Daily Mail 뉴스)

92,579

(CNN 뉴스)

219,506

(Daily Mail 뉴스)

http://cs.nyu.edu/~kcho/DMQA/

SQuAD 크라우드 소싱 107,785
536

(위키피디아)
https://rajpurkar.github.io/SQuAD-explorer/

MS MARCO 빙 검색로그 100,000
1M 정답단락,

200,000+ 웹문서 링크
http://www.msmarco.org/

NewsQA 크라우드 소싱 119,633
12,744건

(CNN 뉴스)
https://datasets.maluuba.com/News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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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도메인(question domain): 질문이 요구하는 

정답을 어느 분야에서 찾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제약정보 

• 질문유형(question type): 다양한 관점에서의 질

문분류로서 응답전략수립을 위한 제약정보 

• 질문초점(question focus): 정답후보가 대체되어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의 특정 부분으로서 질문 

재생성을 위한 문장 내 위치정보이고 정답유형 

인식을 위한 핵심정보  

• 정답유형(answer type):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답

의 유형을 판단하는 제약정보 

• 질문토픽(question topic):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

답의 주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개체(entity) 

• 정답제약(answer constraint): 시간, 공간, 동격 등

과 같이 정답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다양한 제약

정보 

그림 2 엑소브레인의 한국어 분석 파이프라인

그림 3 엑소브레인의 질의응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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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엑소브레인의 질문분석 정보

4. 엑소브레인 2단계 개발계획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될 엑소브레인 2단계에서는 

법률, 특허 등의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서비스하는 서술형 질의응

답 기술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계가 텍

스트에 담긴 어휘와 문장의 사전적 의미 분석과 문법

분석에서 나아가, 언어에 내포된 어휘의미 애매성, 패

러프레이징, 생략 등을 이해하여 연관된 지식을 추출

할 수 있도록 언어처리 기술을 고도화시킬 예정이다. 

아래의 그림은 1단계 대비 2단계에서 성능을 개선하

고자 하는 연구목표 및 서비스 응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법률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입법지원 전문가 시

스템 개발을 목표로, 현재 국회도서관과 입법분야의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지능형 입

법지원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는 리걸테크(Legaltech) 

유망분야의 법률 검색,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위헌법률 

그림 5 엑소브레인 2단계 연구목표

제･개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입법부의 업무효율성 

증가시키기 위해, 엑소브레인 기술을 확장하여 인공

지능 입법지원 시스템을 단계별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 검토를 위한 효율적 자료 검색 

단계로, 기존의 키워드 기반 정보검색 기술의 한계를 

탈피한 법률분야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을 개발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련정보를 추론하는 기능 개발이

다. 이 단계에서는 의안과 유사한 외국법률 및 사례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술의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또

한 의안의 조, 항, 호, 목 별로 기존 법령과 중복 또는 

위헌이 되는 세분화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법률 분야에서는 업무의 복잡성, 정보의 비대칭성, 

대면상담의 중시 등으로 인해 타 지식서비스 분야에 

비해 IT 활용이 비교적 지연되어 왔었다. 그러나 2011

년 이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률 인

공지능 서비스인 리걸테크가 각광받고 있다. 리걸테

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합성

어로,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법률분야 컨퍼런스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리걸테크는 IT를 활용해 법조

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률 검색, 업무 처리 등

을 보조하거나, 일반인 고객의 법률 자문, 판례 분석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총칭한다. 현재 국내

의 법률 관련 서비스는 국회·국회도서관에서 법률 입

안 및 심사업무 지원을 위한 입법지원 서비스, 법제처

에서 일반국민 대상으로 현행 법률 정보 제공, 대법원

에서 일반국민 대상으로 판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다. 

5. 결 론

하워드 가드너(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지능, 공간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

지능, 음악지능, 자연탐구지능, 자기이해지능, 대인관

계지능의 다중지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중

지능 이론은 인간의 지능이 IQ 및 EQ와 같은 단순한 

지적능력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지능으로 구성되

어 상호협력한다는 지능 이론이다. 인간은 더 나아가 

마음, 창조성, 윤리, 경험, 의지 등의 고급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인간의 두뇌의 동작과 

지능의 발현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

계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에 대해 전망하는 

것은 잘못된 예측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인간의 다중지능을 뛰어넘는 슈퍼지능머신 대신에 특

정 영역의 지능을 특화하여 인간의 지식노동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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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언어적 지능

을 갖는 기술이 2020년 이후부터 산업적인 경제적 가

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이다.  

엑소브레인 과제에서는 기계가 텍스트에 담긴 어휘

와 문장의 사전적 의미 분석과 문법분석에서 나아가, 

언어에 내포된 어휘의미 애매성, 패러프레이징, 생략 

등을 이해하여 연관된 지식을 추출할 수 있도록 언어

처리 기술을 고도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전문직 종사

자의 조사·분석 등의 지식노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질

의응답 기술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

률분야, 특허분야 등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제공

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SW 개발을 통해 인공지

능 SW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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