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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Concept)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형태의 자연어 질문을 분석하여 단답형 정답
을 추론하는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
- 본 기술은 엑소브레인 한국어 단답형 질의응답에 관한 기술로 세부적으로는 단답형 한국어 질문분석
기술, 위키피디아 기반 단답형 질의응답 기술, 시맨틱 지식 추출 기술, 질의응답 분산처리 플랫폼 기
술로 구성

<기술개념도>

□ 기술적 경쟁력
○ 경쟁기술/대체기술 동향 및 현황
- 국내기술 동향
· 삼성에서는 S보이스 서비스를 통해 Wolfram Alpha의 단답형 질의응답 서비스와 제휴하여 영어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포털은 영화, 인물, TV 프로그램 시청률 등의 구조화된 정보를 대상으
로 제한된 단답형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
· SK 텔레콤에서는 AI 스피커 누구를 출시하여 대화 기반으로 사용자의 고객 요구를 파악하는 질의응
답 서비스를 제공
- 해외기술 동향
· IBM은 DeepQA 프로젝트를 통해 Watson 질의응답 시스템을 2006년부터 개발하였으며, 2011년 제
퍼디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을 상대로 우승하였고, 이후 의료, 금융 등의 전문분야로 확장
· Apple은 음성인식 기술과 Wolfram Alpha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이나 일정관리 등을 지원하는
Siri 서비스를 개시

○ 우수성 및 차별성
경쟁기술
Wolfram
Alpha,

본 기술의 우수성
(자연어 질문분석) 문장 형태의 자연어 질문으로부터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누구

정답의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
(정답후보 생성 및 최적정답 추론) 기존 정형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제한된

Wolfram

Alpha,

누구

정답만 검색하는 기술과 달리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단답형
정답을 추론

○ 기술의 특성 및 성능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텍스트 분석과 문장형태 질문분석을 통한 다양한 정답유형의 추론
- 기술의 상세사양
· 단답형 한국어 질문분석 기술은 13개의 기계학습 모델과

40여개의 리소스를 이용하여 입력된 사

용자의 질문에 대해 다차원의 질문분류(정답 형태, 질문 구조, 질문 도메인)를 수행한다. 이후 질문
초점을 인식하고 정답의 타입을 제약할 수 있는 정답유형(어휘, 의미)을 인식한다. 질문에 포함된
핵심 키워드를 인식하고 위키피디아 타이틀 정보에 대한 링킹을 수행하고, 정답을 제약할 수 있는
정보를 인식한다. 또한 질문 내의 중요 엔터티 및 속성을 인식하여 정형 정답후보를 생성할 수 있
는 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정답후보 추론 기술은 크게 두 가지 기술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비정형(Term/Boolean/TIC) 검색
과 정형(Triple) 검색을 통하여 생성된 단락과 Triple로부터 정답후보를 생성하고 통합하여 순위화를
하는 기술이다. 두 번째는 질문초점에 정답후보를 대체한 정답가설을 이용하여 근거를 검색하고, 검
색된 근거와 정답가설의 문장유사도를 추론하는 기술이다. 문장유사도는 12가지의 알고리즘을 사용
하며, 어휘(확장), 구문(확장), 의미관계(확장), 시공간, 어휘 배치/순서, 인용구, 시맨틱 프레임, 정의
문 비교 유사도로 구성되어 있다.
· 신뢰도 추론 기술은 네 가지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정답후보의 타입 추론 기술이다. 정답후보와 어
휘정답유형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 WiseWordNet을 이용한 어휘망, 어휘거리, 어휘의미망 유사

도와 개체명, 위키피디아 카테고리, 어휘의미관계 유사도 추론을 하는 기술이다. 두 번째는 정답후
보를 제약하는 정보와 정답후보의 제약 유사도를 추론하는 기술이다. 제약 유사도는 시/공간, 언어,
문화재, 속담, 순차, 작품, 엔터티 빈도, 인용구 빈도 제약 유사도 알고리즘이 있다. 세 번째는 정답
후보 순위화 신뢰도 점수, 타입 및 제약 유사도 점수를 이용하여 정답후보를 축소하는 기술이며, 네
번째는 질의응답 전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알고리즘의 점수를 기반으로 최적의 정답 신뢰도를 추론
하는 기술이다. 질문유형 및 정답유형 대분류 기반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정답축소 신뢰도 모델을
포함하면 50여 개의 신뢰도 모델이 있다.
· 시맨틱 지식 추출 기술은 질의응답을 하기 위한 리소스의 언어분석 정보를 저장/색인하는 기술과,
리소스의 정의문에 대해 개체명을 기반으로 정답제약 정보를 저장/색인하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위키피디아 리소소만 사용할 경우 약 1,327만건의 가상문서에 대해 317GB의 언어분석 결과와
52.7GB의 색인 결과, 136만건의 정형 트리플 결과, 3,800만건 4.5GB의 정답제약 색인 결과가 저장
되어 있다.
· 질의응답 분산처리 플랫폼 기술은 질의응답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분산처리 기술이며, UIMA
와 UIMA-AS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 Apache Tomcat 기반으로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의응답 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단답형 한국어 질문분석 기술
- 단답형 한국어 질문분석 엔진, 리소스
- 단답형 한국어 질문분석 기술 사용매뉴얼, 자료구조매뉴얼

○ 위키피디아 기반 단답형 질의응답 기술
- 정답후보 추론 엔진, 리소스
- 신뢰도 추론 엔진, 리소스, DB
- 정답후보 및 신뢰도 추론 엔진 기술 사용매뉴얼, 자료구조매뉴얼

○ 시맨틱 지식 추출 기술
- 시맨틱 지식 추출 엔진, 리소스, DB
- 시맨틱 지식 추출 기술 사용매뉴얼, 자료구조매뉴얼

○ 질의응답 분산처리 플랫폼 기술
- 질의응답 분산처리 엔진
- 질의응답 사용자 인터페이스
- 질의응답 분산처리 기술 사용매뉴얼, 자료구조매뉴얼

○ 엑소브레인 한국어 단답형 질의응답 전체
- 단답형 한국어 질문분석 엔진, 리소스
- 위키피디아 기반 단답형 질의응답 엔진, 리소스, DB
- 시맨틱 지식 추출 엔진, 리소스, DB
- 질의응답 분산처리 플랫폼, 리소스
- 엑소브레인 한국어 단답형 질의응답 기술 사용매뉴얼, 자료구조매뉴얼

□ 표준화 및 특허
○ 표준화 동향
- (국내) TTA PG606 메타데이터 표준화 그룹: 자연어 심층 이해를 위한 세부 기술 및 포맷 표준화 추
진 중
- (국외)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 MPEG User Description에서 질의응답 및 자연어처리 응용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언어요소 기술방법 표준화를 추진

○ 보유특허
No.

국가

1

한국

2

한국

3

한국

출원번호(출원일)
2016-0058670
(2016.05.13.)
2016-0084736
(2016.07.05.)
2016-0158127
(2016.11.25.)

상태

명칭

출원

가부형 질의 응답 장치 및 방법

출원

하이브리드 추론 기반의 자연어 질의응답 시스템 및 그 방법

출원

멀티모달 입력 정보를 활용한 대화형 질의응답 방법 및 장치

□ 사업화 제약사항
○ 질문분석 및 질의응답 기술의 학습 데이터는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본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에서 구축하여 학습시켜야 함
- 새로운 데이터 추가 시에 성능 튜닝이 필요하며, 다수의 동시접속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HW
증설이 필요

□ 시장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전망
- 국내시장 동향 및 전망
· ‘17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1,565억원에서 ’22년에는 3,305억원 규모로 성장 전망되며, 언어지능분
야의 전문가 시스템이 1순위 시장으로 분석(IITP, 2015)
· ‘16년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2020년 2조2천억원, 2025년 11조원,
2030년 27.5조원으로 예측
-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IDC는 인지 및 인공지능 시장이 2016년 80억달러에서 2020년 470억달러로 5년간 연평균 55.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 TechNavio와 BCC리서치는 AI시장에서 언어지능분야의 전문가 시스템을 시장규모가 가장 큰 1순위
로 선정

○ 제품화 및 활용분야
활용분야(제품/서비스)
1

일반 상식 질의응답 서비스

2

교육 분야 질의응답 서비스

제품 및 활용분야 세부내용
AI 스피커, 챗봇, 지능형 검색 등에서 일반상식에 대한 서비스로 활용
가능
인물, 역사 등에 대한 초/중/고 교육 서비스로 활용 가능

○ 시장규모(추정치)
활용분야(제품/서비스)
1
2

일반 상식 질의응답 서비
스
교육 분야 질의응답 서
비스

관련 시장 규모(5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03

394

513

667

827

161

176

192

210

228

□ 기대효과
○ 기술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IBM 왓슨, 아마존 에코, 구글 어시스턴트 등 관련기술을 보유하여 국내시장에 진입중인 글로벌 기업
등의 국내 시장 잠입 저지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언어지능 분야의 지능형 검색,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시장을 고도화하고, 전문지식 관리시스템, 전문직
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의 인공지능 응용기술 확보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