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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Assistant팀이
웹문서 질의응답 챌린지인 KorQuAD 2.0
벤치마트에서 1위를 달성한 코드의 일부이다. 
이 코드는 입력된 문장에서 정답 지점을 찾기 
위해 start logits와 end logits의 정답 지점일 
확률을 계산하는 부분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 리포트 내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AI가 
정답을 찾는 방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발간사

전 세계를 뒤흔든 '알파고(AlphaGo)'가 은퇴를 

발표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7년, 구글 

딥마인드사는 알파고의 바둑 기사 은퇴를 발표하면서 

"알파고를 더 이상 바둑에 특화된 AI가 아닌 범용 AI로 

진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고와 인류의 

바둑 대전에서 인류가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충분히 확인한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AI는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인간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IT, 의료, 제조, 에너지, 

신기술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만으로 건물을 출입하거나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챗봇까지, 이제 우리 일상에 

AI는 깊숙이 자리매김하였습니다. AI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도구의 모습을 갖추게 됐지만, AI를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녹여낼지, 어떠한 방식으로 불편함을 

해결할지에 대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AI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생태계 구성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사내 독립기업(CIC)으로 

조직 개편됐던 AI Lab을 모태로 분사했으며, 2019년 

12월 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카카오의 AI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업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시켜 

국내 대표 엔터프라이즈 IT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선보이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첫 AI 리포트에서는 그동안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AI 분야에서 이룬 괄목할만한 

성과와 최신 AI 트렌드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 

'AI TREND’에서는 올해 AI 트렌드를 정리하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최신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가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인 

'AI & INDUSTRY'에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집중하는 산업군에서 '+AI'를 통한 혁신 사례와 

비전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섹션인 'TECH. DEEP 

DIVE'에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주요 AI 기술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섹션인 'KAKAO ENTERPRISE 

INSIDE'에서는 AI 윤리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문화와 성과 등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내년에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AI 기술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더 편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를 더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백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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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를 통해 소중한 일을 더 소중하게

업무 프로세스의 새로운 물결, 
하이퍼오토메이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서 자동화란
누가 굳이 이르집어 이야기하지 않아도

반드시 실현이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비개발자에게 자동화란
선망의 영역임과 동시에 실현이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업무 프로세스의 새로운 물결, 하이퍼오토메이션  08  AI 가상 비서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22

기술 그 자체를 구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비개발자인 스스로가 '자동화가 필요해!'라고 깨닫고, 

무언가를 시도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필자가 자동화의 

매력에 빠지게 된 개인적인 상황을 되짚어 보겠다. 

필자는 사업개발 역할로 카카오 공동체에 입사했고, 

매우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을 혼자 프로토타이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제품 하나만 준비된 상황에서 

순식간에 다수의 작은 고객이 생겼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다른 금액의 요금 청구서를 보내야 

했다. 고객의 사용량을 매일, 매주, 매달 확인하고 요금 

청구서를 수기로 한 땀 한 땀 작성하기 위해 야근도 

불사했다. 요금 청구서 보내기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요하는 단순한 업무였다. 고객에게 정확한 숫자를 

보내야 했기에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하지만, 

더 집중해서 처리해야 하는 중요도가 높은 다른 고객 

대응 업무(가격 설정, 협상, 신규 고객 인입 대응 등)가 

많았다. 고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서를 위한 야근은 보람차지 않았다. 

우연히 동료 개발자와 식사하며 이 상황을 설명한 

나에게 돌아온 그의 말은 놀랍게도 '왜 그걸 손으로 

하고 있어요?'였다. 다음 날 ‘메일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작성된 요금 청구서를 

지정된 고객들에게 메일로 보낼 수 있는 코드를 

3시간 만에 만들어내는 그를 보면서, 근면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이 업무를 진행하던 나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꼈다. 이 경험은 내가 업무 자동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나에게 

자동화란, 단순히 반복적인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는 

정도를 넘어 소중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업무 방식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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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이퍼오토메이션의 구성 요소

자동화의 진화, 하이퍼오토메이션이란?

자동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RPA는 가장 일반적인 자동화의 방법론으로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훈련된 봇(Bot)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RPA의 경우, 

사용 편의성과 직관적인 특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기업 내 RPA가 활용됨에 있어 

심각한 단점 또한 존재한다. RPA는 구조화된 데이터에서만 작동하므로, 재무 및 회계와 같은

몇 가지 비즈니스 기능 외에는 유용성이 매우 제한되며 확장이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하이퍼오토메이션은 RPA를 포함한 기존의 자동화 방법론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써, 

2019년 세계적인 IT 리서치 그룹 가트너(Gartner)는 ‘하이퍼오토메이션’이란 용어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01 

          “하이퍼오토메이션은 그동안 RPA가 대표해 왔던 업무와 프로세스 중심의 자동화의 개념을 

넘어서 비즈니스 그 자체를 사고의 중심에 두고 최대한 많은 비즈니스 및 IT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식별, 검증 및 자동화하는 데에 집중하는 접근 방식이다.”02

RPA가 주로 로봇을 통해 간단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면 

하이퍼오토메이션은 머신러닝 등의 고급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패턴을 식별하고 

학습하며 더 깊은 수준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그를 위한 다양한 기술/

도구의 집합으로, 궁극적으로는 RPA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이퍼오토메이션은 자동화의 발굴, 적용, 확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모든 기술/도구 

전체를 의미하며, 단계별로 주요 기술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01 참고
www.gartner.com/smarter
withgartner/gartner-top-
10-strategic-technology-
trends-for-2020 

02 참고
www.gartner.com/en/
information-technology/
glossary/hyperautoma
tion 

발굴(Discovering Automation Opportunities): 자동화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기술 요소 

자동화 기회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 및 작업 마이닝 

도구다. 이 마이닝 도구는 정형, 비정형 비즈니스/업무 데이터 중 자동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별한다. 

적용(Implementing Automation):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 요소

자동화가 가능한 데이터를 구별했다면 자동화 구축이 필요한데, 이 구축 과정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개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RPA, 로우/노 코드 개발 도구, 통합을 위한 iPaaS 및 워크로드 자동화 도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비즈니스 로직 도구도 자동화 개발 도구로 분류된다. 이 비즈니스 

로직 도구는 지능형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의사결정 관리 및 비즈니스 규칙 

관리를 포함하여 자동화를 더욱 쉽게 적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확대(Extending Automation with AI): 자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있다. 주로 AI 및 

기계 학습 도구인데, 자연어 처리(NLP), 광학 문자 인식, 머신 비전, 가상 에이전트 

및 챗봇이 포함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은 협업 도구를 통해 

사용자가 더욱 손쉽게 업무에 자동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이퍼오토메이션의 주요 구성 요소

하이퍼오토메이션을 자동화의 방법론 중 하나인 RPA와 단순 비교하거나 혹은 RPA에 인공지능을 

더한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하이퍼오토메이션을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RPA가 일반적으로 사내 IT 개발자들이 사내 앱을 제작, 현업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발 도구를 의미하지만, 하이퍼오토메이션은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시민 개발자(Citizen Developer) 스스로 기술을 손쉽게 활용해 본인의 업무에 편의를 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술/도구의 집합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하이퍼오토메이션이 RPA와 두드러지는 

기술적인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로우/노 코드 플랫폼, 인공지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쉽게 사용자가 자동화를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도구가 바로 그것이다.

협업 도구: 사용자가 자동화를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발굴: 자동화 식별 및 우선 순위 지정을 위한 기술

정형, 비정형 비즈니스/업무 데이터

프로세스 마이닝 태스크 마이닝 프로세스 분석

적용: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Business Logic Tools

로우/노 코드 개발 플랫폼 iPaaS

확대: 자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인터페이스

챗봇 어시스턴트 액션센터 포털 대시보드

인공지능

OCR NLP Conversational AI Machine Learning

하이퍼오토메이션: 에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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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오토메이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RPA와 하이퍼오토메이션을 구분 짓는 요소,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바로 로우/노 코드 플랫폼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로우/노 코드 플랫폼을 

통해, 그동안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사람들도 자동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업무 영역에 상관없이 팀/개인 단위에서 필요한 자동화를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된 것이다. 

          로우/노 코드 개발 도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베이스를 추상화하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시각적인 위지윅(WYSIWYG)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위지윅은 기술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직원을 시민 개발자로 바꿔 주고 전통적인

채용 풀이나 일상적인 워크플로우 이상으로 기회를 넓혀준다. 또한 로우/노 코드 개발 도구를 

도입하면 비교적 간단한 개발 작업은 다른 직원이 로우/노 코드 기술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기존 개발자는 더 까다로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03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가트너는 하이퍼오토메이션을 여러 기술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했다.04 기존의

자동화(오토메이션) 대비, '하이퍼'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인간과 유사한 인지 능력을 대신해 

IT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정형 데이터를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자동화 워크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중에서도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 

분야에 있어서 이미지, 문서, 오디오 파일은 보통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되어 적극적으로 자동화 

워크플로우에 활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분석하여 자동화 

워크플로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원본 이미지는 그동안 데이터가 

아니었다. 정형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 즉 이미지 파일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지능(OCR 기술 등)을 거치면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내용들이 정형 데이터로 

수집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동화 워크플로우에 활용될 수 있다. 

          단순한 데이터 추출을 넘어 인공지능이 더욱 유용해지려면 인간과 유사한 분석 기능이 

더 발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복잡한 논리력과 인지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모호한 주관식 

문제에 답할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05 인공지능이 조금 더 발전해 업무와 생활을 

아우르는 비서로서 보다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할 미래도 

머지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협업 도구 >

사용자들이 자동화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터페이스를 들 수 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주요 기업들의 업무 형태가 재택근무로 변화하며 업무에 협업 도구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직장인들에게는 엑셀, 파워포인트로 대표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었으나, 

COVID-19를 기점으로 업무를 원격으로 연결해주는 협업 도구가 필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이퍼오토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함임을 

고려할 때,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이퍼오토메이션이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협업 도구와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매우 간편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하이퍼오토메이션의 최신 기술이 

완성되기 위한 화룡점정은 이 협업 도구에서 비롯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03 참고 
www.ciokorea.com/news/
244893

04 참고
www.gartner.com/en/
information-technology/
glossary/hyperautoma
tion 

05 참고
www.itworld.co.kr/news/
255766

06 출처
news.mt.co.kr/mtview.ph
p?no=20220303133138773
86 

[그림 2] 협업 도구 예시06

운영주체 주요 서비스 대상구분

토스랩 스타트업 및 대기업

세일즈포스 스타트업 및 대기업

잔디

슬랙

NHN두레이 연구 • 금융 공공기관

마이크로소프트 대기업

두레이

팀즈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기업

마드라스체크 대기업 및 공공기관

시스코 대기업

카카오워크

플로우

웹엑스

하이퍼오토메이션 시장 전망과 주요 플레이어

2022년 Statista는 2021년 전체 하이퍼오토메이션 시장은 $532.44B(한화 약 676조 원), 

2022년에는 $596.61B(한화 약 7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07 하이퍼오토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로우/노 코드 플랫폼의 경우, 2021년 전 세계 로우코드 개발 기술 

시장 규모는 138억 달러(한화 약 15조 원)였고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가트너는 전했다. 

2023년까지 중견 기업과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로우코드 개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08 

          이렇듯 전반적으로 하이퍼오토메이션 시장의 성장세가 구체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End-to-End로 하이퍼오토메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해 나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세일즈포스(Salesforce)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시장을 대비하는 두 기업의 기술 확보 방안이 서로 차이가 있어, 이들의 사례 모두 다 좋은 

인사이트를 남길 수 있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하이퍼오토메이션 제공사로 

Azure Cloud와 O�ice 365를 중심으로 탄탄한 기업 고객군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는 하이퍼오토메이션 시장에서도 큰 활약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인프라부터 협업 도구에 이르기까지, 하이퍼오토메이션에 있어 

필요한 기술 오퍼링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07 참고 
www.statista.com/statisti
cs/1234927/worldwide-
hyperautomation-enabli
ng-software-market

08 참고 
www.ciokorea.com/news/
24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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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하이퍼오토메이션 생태계 소개09

이 중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군은 바로 파워 플랫폼이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비개발자가 쉽고 간편하게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로우코드 

플랫폼인 파워 플랫폼은 총 5개의 상세 서비스로 구성된다. 

Power BI: BI(Business Intelligence)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돕는 

BI(Business Intelligence) 도구

Power Apps: 비즈니스 앱(사내 앱) 개발 도구

모든 직원이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사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구축 가능

Power Pages: 홈페이지(사외 채널) 개발 도구 

홈페이지 등 회사 외부와 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웹페이지를 누구나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로우코드 플랫폼

Power Automate: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 

모든 직원이 본인의/조직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

Power Virtual Agents: 코딩 없는 챗봇 빌더 

고객과 직원이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을 코딩 작업 없이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이 개발한 제품만으로 자신이 하이퍼오토메이션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이퍼오토메이션 기술의 발굴, 적용, 확대 각 단계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협업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를 통해 모든 

자동화 프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AI 연구소인 Open AI의 GPT-3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를 

비개발자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Builder)로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만한 포인트이다. 

세일즈포스: 인수합병을 통해 점차 하이퍼오토메이션으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제공사로 잘 알려진 세일즈포스는 기업 고객이 

그들의 고객과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다져갈 수 있도록 각종 첨단 기술 및 자동화 장치들을 

로우코드로 제공하고 있다. 

<   인수합병으로 완성된 세일즈 포스의 하이퍼오토메이션 생태계 >

CRM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세일즈포스는 CRM, 마케팅, 영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표준화/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성장해왔다. 일례로 Salesforce 

Flow Builder10의 경우, 전반적인 프로세스 플로우를 정례화하고 Automation Studio11를 통해 

정례화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기능들을 구축해왔다. 최근의 Mulesoft, Tableau, Slack 

그리고 Servicetrace에 이르기까지 최근 단행한 합병의 역사를 돌아보며 세일즈포스가 현재 

리딩하고 있는 영역은 CRM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이퍼오토메이션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협업 도구: 사용자가 자동화를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발굴: 자동화 식별 및 우선 순위 지정을 위한 기술

정형, 비정형 비즈니스/업무 데이터

프로세스 마이닝 태스크 마이닝 프로세스 분석

적용: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Business Logic Tools

로우/노 코드 개발 플랫폼 iPaaS

확대: 자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인터페이스

챗봇 어시스턴트 액션센터 포털 대시보드

인공지능

OCR NLP Conversational
AI

Machine
Learning

하이퍼오토메이션: 에코 시스템

[그림 4] 세일즈포스가 구축한 하이퍼오토메이션 생태계

10 설명 
Salesforce Flow Builder가 
프로세스 플로우를 정리한 
도구다. 

11 설명 
Automation Studio가 
정리한 프로세스를 참고할 수 
있다. 

09 참고 
powerplatform.microsoft.
com/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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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blog.jandi.com/ko/2021/
01/14/reasons-slack-
accepted-the-deal

13 참고 
www.techtarget.com/
searchcustomerexperien
ce/news/252504842/
Salesforce-automation-
strategy-sharpens-with-
acquisition

Servicetrace(RPA 기업) 인수

세일즈포스 최초의 RPA 기업 인수(2021.9.)

2004년 설립된 독일 기업으로 총 인원 약 55명 추정

Slack 인수

세일즈포스에 인수된 Quip(문서 협업 도구)이 합병 이후 공격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늘리는 사례를 본 후, Slack 또한 엔터프라이즈 고객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세일즈포스와의 협업을 고려하게 되었을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12(엔터프라이즈 고객 

유치는 Slack의 주요 사업적 과제였음)

합병 전, 양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MS와 경쟁을 하고 있었던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의 

핵심 이익은 바로 MS와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음

약 30조 원에 Slack 인수 완료(2021.7.)

Tableau 인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특화된 BI(Business Intelligence) SaaS

약 18조 원에 Tableau 인수 완료(2019.8.)

Mulesoft 인수

기업의 전통적인 데이터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등의 API를 

관리하고, 데이터나 서비스의 위치와 관계없이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약 7조 원에 Mulesoft 인수 완료(2018.5.)

이외에도 세일즈포스에서 운영하는 투자사, 세일즈포스 벤처스(Salesforce Ventures)는 

Top RPA 기업인 Automation Anywhere의 약 3,000억 원 규모의 Series B를 리드하기도 

했다.13

참고) 하이퍼오토메이션 주요 구성 요소 관련 세일즈포스 인수합병의 역사 하이퍼오토메이션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결국 현업 >

그렇다면 하이퍼오토메이션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 1) 로우/노 코드 플랫폼, 2) 인공 지능, 

그리고 3) 협업 도구가 조직 내 업무 방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까? 

이러한 기술 요소의 발전은 곧 자동화를 실현하는 주체가 IT 개발자에서 비개발자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발자가 아닌 일반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기술을 적용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로 출현하는 맥락이 되며, 우리는 이를 

‘시민 개발자’라고 부른다. 요약하자면, 시민 개발자의 탄생은 곧 로우/노 코드 플랫폼, 인공지능, 

협업 도구의 발전에서 기인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 IT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나 공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SPRi)는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인력 수요는 35만 3,000명으로 

추산, 공급은 32만 4,000명으로 예상하였다.14 즉, 연평균 약 6,000명가량의 과부족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IT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IT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사정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IT 전문 인력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된다. 가상의 사례를 기반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제조업 기반 기업에서 고객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하루 평균 몇십 개씩 

쏟아지는 고객의 반품 문의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제품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인데, 고객 대응 속도까지 느리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된다. 사람이 직접 이미지를 검수하고 문제를 판단해야 

하다 보니 대응 속도가 어쩔 수 없이 느리지만 그렇다고 해당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자니 부담스럽다. 검수 이미지를 확인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경우, 안내 메시지를 자동으로 내보내고자 한다. 일단 내가 원하는 

고객 대응 프로세스를 나의 언어로 정리해 사내 IT 부서를 찾아간다. 

          사내 IT 부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외주 개발사 채용이 필요하고, 개발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요청 부서에서 형식에 맞게 ‘상세 기획서’를 

준비해야 한단다. 

          고객 대응 부서이다 보니 ‘서비스 기획’이 생소하기만 하다.

제조기업이다 보니 더욱 이런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기획 전문 

외주 기업에 기획서를 의뢰한다. 기획 외주 기업과 여러 번의 회의와 검토를 

진행한다. 내 입장에서는 매우 간단한 일인데 우리 회사, 제품, 업무 방식에 

대해서 기획 외주 기업은 아는 바가 없다 보니 설명을 정말 여러 번 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세 기획서’라는 것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 회사와 부서의 

업무 방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획을 맡다 보니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일단 일정이 더 급한 관계로, 만들어진 기획서를 들고 다시 IT 부서를 찾아가 

본다. IT 부서의 도움으로 개발 외주 기업과 연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발 외주 

기업에서 구현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한다며 자꾸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본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대답은 해본다. 이 와중에 '어차피 고객 대응 부서 외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사내 시스템 개발 건인데, 왜 이렇게 한 번에 큰돈을 써야 하는가' 라며 지출 

결재는 반려되었다. 
14 참고 
www.ajunews.com/view/
202204171902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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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고 
www.macquarie.com/kr/
ko/perspectives/why-
robotic-process-
automation-is-
becoming-the-next-
competitive-edge.html 

간신히 경영진을 설득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끝에 약 6개월에 걸쳐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받았다.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나를 애플리케이션에 적응시키는 중이다. 그런데 그사이에 

신제품이 나오며 '불량'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버렸다. 다시 외주 개발사에 

연락해야 하는데 아마도 또 '상세 기획서'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거라면 차라리 그냥 매일 고객 메일을 읽고 

하나씩 대응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내 IT 부서에서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일은 원래 이런 것이라며 토닥여 준다. 

결국 부서 내부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쏟았지만 결국은 

본인들조차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만약,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고객 대응 부서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구체적이지 않은 형상이지만 부서에서 필요한 

결과물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라, 작게 만들어보고 계속 수정해나갈 수 있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사례는 상상 속의 이야기이지만,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누구나 아마도 한 번쯤은 겪어본 과정일 것이다. 

          즉, 로우/노 코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오토메이션은 현업 부서 혹은 개인이각자의 

업무에 알맞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IT 마켓

리서치 회사인 IDC 예측에 따르면 2024년까지 기업 노동자의 45%가 자신이 맡은 업무 일부를 

자동화하는 데에 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15 이는 곧 다수의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 또한 

로우/노 코드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하이퍼오토메이션 

지금까지 기업 고객에게 진정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써의 하이퍼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하이퍼오토메이션은 기존 RPA와는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을 제시한다. 

기존 RPA는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 그 자체를 의미하며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자동화 솔루션이라면, 하이퍼오토메이션이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비즈니스 

목표에 알맞은 업무 자동화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방법론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IT 기업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란 어떻게든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은 선물과 같은 아이템일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하이퍼오토메이션은 결국 로우/노 코드 플랫폼, 인공지능 등과 같은 최신 기술의 활용과 동시에 

조직의 일하는 방식, 협업 방식, 그리고 문화와도 결부가 필요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또한 하이퍼오토메이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개발 

성과를 집약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로우코드 플랫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업무의 허브, 카카오워크를 통해 하이퍼오토메이션의 차세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곧 좋은 뉴스 혹은 서비스로 

또 한 번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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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일상 생활에 스며들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는 그 과정 자체에 

일조하는 것은 항상 가슴 설렙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개발 역할을 맡으며 

주로 제가 속한 조직과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왔습니다. 

현재는 기술전략실에서 사업적으로 유의미할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전 과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Summary

업무 프로세스의 새로운 물결, 
하이퍼오토메이션

발굴
자동화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기술 요소

적용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 요소

단계별 주요 기술들 주요 플레이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인프라부터 협업 
도구까지,필요한 기술 오퍼링을 
모두 갖춤

세일즈포스
인수합병을 통한 하이퍼오토메이션 
생태계 구축

주요 구성 요소

로우/노 코드 플랫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베이스를 
추상화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듦

인공지능
비정형 데이터를 IT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로 변환함

협업 도구
업무를 원격으로 연결함

시장 전망
하이퍼오토메이션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로우/노 코드 
플랫폼은 2023년까지 중견 기업과 
대기업 절반 이상 도입 예상

가치
자동화를 실현하는 주체 변화의 계기 
즉, 현업 부서 혹은 개인이 각자의 
업무에 알맞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하이퍼오토메이션?

*RPA: 로봇을 통해 간단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법론

*RPA를 포함한 기존의 자동화 방법론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써, 머신 러닝 등의    
 고급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패턴을 식별하고 학습해 더 깊은 수준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식, 다양한 기술/도구의 집합 

확대
자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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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상 비서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영화 속 AI 가상 비서, 자비스와 사만다

영화 아이언맨을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필자의 눈은 두 가지에 현혹됐다. 

첫 번째는 토니 스타크가 직접 개발해 사람에게 

물리적인 초능력을 더해주는 아크 원자로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투용 슈트였고, 두번째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전투 전략까지 

돕는 AI 가상 비서(AI Virtual Assistant)인 

자비스(J.A.R.V.I.S.)였다. 필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에 특히 후자에 관심이 많이 쏠렸다. 

‘그냥 좀 많이 지능적인 시스템(Just A Rather Very 

Intelligent System)’이라는 뜻을 가진 자비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토니의 저택 집사 역할부터 해킹과 

아이언맨의 전투 보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지원해 

정보와 지능적인 측면에서 초능력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영화 Her에서는 좀 더 말랑말랑한 

형태의 AI 가상 비서 사만다(Samantha)가 등장한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그녀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감정들로 이루어진 페르소나가 세팅되어 있어 대화를 

시작하지만, 주인공 테오도르와 대화를 통해서 

점차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나중에는 마치 사랑을 

배운 것처럼 행동한다. 어느 순간 주인공 테오도르는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는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혼란에 빠진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만다가 감정을 느끼게 한 대상의 직업이 

사람들의 감정을 담은 편지를 대필하는 작가라는 

설정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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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명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상 비서
 (Virtual Assistant)라는 
표현을 본 글에서는 AI 가상 
비서와 비교하기 위해서 
‘Human 가상 비서'라고 
표현하였다.

AI 가상 비서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미 익숙한 모습의 AI 가상 비서

AI 가상 비서는 특정 작업을 위해 훈련된 AI 시스템으로 자연어 혹은 음성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정의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쉽게 AI 가상 비서를 경험할 수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헤이카카오 서비스뿐만 

아니라 Bixby, Siri, Alexa, Google Assistant 등 다양한 가상 비서 서비스들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전화를 걸거나 음악을 재생하고 내비게이션에 

음성 명령을 내리기도 하며 음식을 주문하기도 한다. 이보다 좀 더 고도화된 기업용 AI 가상 비서는 

고객 메타데이터, 이전 대화, 지리적 위치, 지식 기반, 기타 모듈식 데이터베이스 및 플러그인의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개인화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가고 있다. AI 가상 비서의 

가능성과 부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AI 가상 비서’를 논하기에 앞서 ‘Human 가상 비서’01 

서비스에 관해서 얘기해보고 ‘AI 가상 비서' 서비스와 비교해 보자.

Human 가상 비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원격 위치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정 관리나 전화 응답부터 소셜 미디어 관리나 보고서 작성까지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Human 가상 비서는 각자가 가진 서비스 스킬과 경험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보통 독립적인 자영업 계약자이지만 가상 비서 

에이전시와 함께 일하기도 한다.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표 1]에서 정리해 보았다. 

AI 가상 비서는 이 중 일부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Human 가상 비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표 1] Human 가상 비서의 지원 가능 업무

AI 가상 비서 vs. Human 가상 비서

AI 가상 비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인터넷에 연결된 한 어디에서나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 어쩌면 고객은 인터넷 건너편에 나를 돕고 있는 주체가 Human인지 

AI인지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마치 영화 Her에서 주인공이 사만다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망각하듯이 말이다.

          Human 가상 비서는 AI 가상 비서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Human으로부터 서비스받는다는 느낌이다. Human은 더 인간적인 느낌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다. 또한 Human은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하며 기술적 이해도가 부족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인 업무부터 사무적인 업무까지 무엇이든 쉽게 지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기술에 정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Human 가상 비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AI 가상 비서에 대한 투자와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기업이 AI 가상 비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업무 관리 작업 재정/구매 관리고객 서비스

미팅, 각종 예약, 캘린더 정리
전화 응답
단순 정보 검색 및 입력
프로젝트 관리

고객 헬프데스크 서비스
Livechat 대응
이벤트 관리
홈페이지 관리

비용 처리
지출 추적
예산 관리
구매/계약 처리
재정 보고서 작성

뉴스/소설 미디어 관리 이메일 관리연구/서베이/홍보

관련 뉴스 정리
통계 및 보고서 분석
팔로워와 소통
포스트 스케줄링
SNS 컨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캠페인 진행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 추적
소비자 트렌드 분석
보도 자료 형식 맞추기

스팸 필터링
상품문의 대응
후속조치 답변
이메일 리스트 관리
단체 메일 발송

기업은 AI 가상 비서 도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AI 가상 비서 개발에 투자하거나 AI 가상 비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Polaris Market Research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능형 가상 비서 시장은 

2019년부터 연평균 36.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26년에는 시장 규모가 215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02 기업은 AI 가상 비서를 도입함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 원활한 데이터 수집 >

AI 가상 비서는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분류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가령, 더 이상 상담원은 메모를 남길 필요가 없으며 AI 가상 비서가 

정리하고 분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 맞춤형 사용자 경험 제공 >

고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적응하고 고도로 개인화된 서비스 경험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여 사용자 참여와 고객 만족도를 향상한다. 가령, AI 가상 비서는 고객의 유입 

경로에 따라서 혹은 지난 구매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을 하거나 답하는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함으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 리드 생성 증가와 리드 타임 감소 >

AI 가상 비서를 사용하여 고객 질의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흐름을 자동화할 수 있다.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 리드 생성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함으로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제품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02 참고
www.polarismarket
research.com/industry-
analysis/intelligent-
virtual-assistant-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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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상 비서의 분류와 대표적인 서비스 소개

현재 개발 중인 AI 가상 비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챗봇, 음성 어시스턴트, 

AI 아바타 및 도메인별 가상 비서가 그것이다.

[그림 1] AI 가상 비서의 유형03

03 참고 
saxon.ai/blogs/the-
technologies-underlying-
ai-virtual-assistants

< 24시간 고객지원 >

AI 가상 비서는 24시간 고객지원이 가능하다. 고객의 모든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AI 가상 비서가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령, 결제와 관련한 질문에 AI는 즉시 

고객에게 답변하거나 적당한 프로세스를 안내할 수 있다.

< 비용 절감 >

AI 가상 비서는 Human 직원보다 급여와 각종 부대비용 및 훈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된다. 업무의 양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고객지원 업무를 사람이 아닌 AI 가상 비서가 수행함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챗봇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AI 가상 비서의 형태는 챗봇이다. 챗봇은 전자 상거래 부문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신 챗봇은 모두 AI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이 사전에 정의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질의에 

더욱 유연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높은 수준의 챗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실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자연어 이해(NLU) 기술과 인간과 유사한 자연어 대답을 출력하는 자연어 생성

 (NLG)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림 2]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가상 비서 캐스퍼04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에는 챗봇 형태의 업무 어시스턴트인 ‘캐스퍼’ 

서비스가 기본 탑재되어 있다. 캐스퍼에는 딥러닝 기반 봇 엔진에 자연어 이해 기술, 검색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질의 응답, 액션 수행, 사내 지식 검색 등이 가능하다. 또한 Text-to-SQL 기술을 

결합해 내부 DB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도 있다. 향후에는 지식 그래프를 통한 개인화 추천, OCR 

등 업무에 도움이 되는 AI 기술을 붙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어시스턴트를 넘어,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효율화하고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어드바이저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4 참고
blog.kakaowork.com/135

잠시만요.

내부검색 결과

Q: 명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명함신청은 인트라넷에서 가능합니다．
· 인트라넷: 
www.kakaoenterprsie.com/intranet 
· 시작페이지 > 출입카드 신청 > 명함 및 
이름표 신청 > 명함 신청

· 인트라넷에서 요청한 후 명함 
발급에는 약 7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3층 우편 업무 공간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winnie.kim (내선번호 
1XXX-XXXX)

kakao i Search Platform

/캐스퍼 명함 신청 방법 지식 검색 해줘.

kakao i Search Platform

내부검색 결과

잠시만요.

카카오 i 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든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편집       admin

/캐스퍼 지식검색으로 카카오 i 클라우드 
 찾아줘

자세히 보기

캐스퍼

캐스퍼

kakao i Search Platform

AI Virtual
Assistants

Chatbots

Voice Assistants

AI Avatars

Domain Specific 
Virtual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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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어시스턴트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형태의 어시스턴트를 말한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커,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웨어러블, 게임 콘솔, TV 콘솔, 가상 현실(VR) 헤드셋, 

자동차, 사물 인터넷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장치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다. 2022년 미국 성인 기준 1억 2,350만 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성 어시스턴트를 

사용한다는 통계05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미 음성 어시스턴트 서비스가 생활에 깊게 침투해 

있다. Amazon의 Alexa, Apple의 Siri, Google Assistant 및 Microsoft의 Cortana가 

대표적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 중인 헤이카카오 서비스는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인 음성 어시스턴트이다. 헤이카카오 서비스는 멜론 등의 음악/미디어 콘텐츠, 

카카오톡이나 일정을 메모하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날씨나 알람 등을 컨트롤하는 일상 도구, 

주식검색, 번역 서비스, 스마트 홈 제어 등의 유용한 콘텐츠와 연결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헤이카카오 앱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카카오내비,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LG전자 TV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음성 어시스턴트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

[그림 3] 헤이카카오 기술이 적용된 SENA 스마트 헬멧06

[그림 3]은 SENA 헬멧과 Kakao i 음성 인식 기술이 만나 손과 시선이 자유로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라이딩을 제공하는 ‘SENA 스마트 헬멧’을 소개한다. 세나 헬멧 자체의 내장 기능인 LED 

조절 · 메시 인터콤을 사용할 수 있고, 교통정보나 장소 정보, 카카오톡 읽기/보내기, 음악/라디오 

재생 등 헤이카카오의 다양한 기능들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05 참고
www.insiderintelligence.
com/insights/voice-assi
stants

06 참고
www.youtube.com/
watch?v=yq5nro1hhYY 

AI 아바타

[그림 4] 실시간 대화형 AI 비서 생성 플랫폼인 NVIDIA 옴니버스 아바타 플랫폼07

AI 아바타는 음성 어시스턴트에 인간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3D 모델이 추가된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거나 디스플레이를 가진 고객 지원 상호 작용에 활용된다. 2021년 NVIDIA는 

실시간 대화형 AI 가상 비서를 생성하는 NVIDIA 옴니버스 아바타 플랫폼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옴니버스 아바타는 NVIDIA의 음성 AI, 컴퓨터 비전, 자연어 이해, 추천 엔진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연결한다. 사용자들은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를 보고, 말하고, 대화하며 언어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레이 트레이싱 3D 그래픽이 포함된 대화형 캐릭터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다.

도메인별 가상 비서

[그림 5] Signal AI의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08
07 참고
nvidianews.nvidia.com/
news/nvidia-announces-
platform-for-creating-
ai-avatars

08 참고 
www.signal-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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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헤이카카오 플러그인 서비스 예시11

도메인별 가상 비서는 매우 특정한 산업 혹은 서비스에 특화하여 설계된 AI 가상 비서이다. 

커머스 고객 응대, 금융, 교육, 상담, 보안 등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까다로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적화되어 있다.

          Signal AI09는 소셜 미디어와 뉴스 미디어에서 25,000개의 팟캐스트, 규제 문서 및 기타 

공공 기록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 데이터 소스를 단일 플랫폼으로 집계한 후 ML 및 기타 AI 기술을 

적용하여 Signal AI 고객이 제기한 자연어 질문에 대해 인사이트를 추출하여 제공한다.10

앞서 설명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챗봇 캐스퍼 서비스나 음성 어시스턴트 헤이카카오 

서비스도 도메인별 가상 비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가령, 캐스퍼 서비스는 고객사의 DB에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헤이카카오 서비스는 파트너사에 

특화된 비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09 참고
www.signal-ai.com

10 참고
techcrunch.com/2021/12/
15/signal-ai-a-decision-
augmentation-startup-
raises-50m-for-a-platfor
m-that-extracts-insight
s-from-the-internet-and-
other-public-content

11 참고
kakao.ai/service/plugin

교육전문기업 대교의 전집 도서를 [대교상상키즈]에서
실감나게 들려드립니다. 카카오미니에서
[대교상상키즈]의 전래, 명작, 인성, 과학, 역사동화를
만나보세요. (헤이카카오 앱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용방법

"대교상상키즈에서 동화 들려줘"
"대교상상키즈에서 영어동화 들려줘"
"대교상상키즈에서 수학동화 틀어줘"
"대교상상키즈에서 잠자리동화 들려줘"
"대교상상키즈에서 옛날이야기 들려줘"
"대교상상키즈에서 5세동화 들려줘"

대교상상키즈
"대교상상키즈에서 동화 들려줘"

설레는 배송정보, 배송지키미!
전화번호만 있으면 자동으로 송장을 조회할 수 있어요.
택배 조회하러 일일이 쇼핑몰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배송지키미로 한번에 조회하세요!

사용방법

"배송지키미에서 배송조회해줘"
"배송지키미에서 내 택배 조회해줘"
"배송지키미 내 택배 언제와?"
"배송지키미에서 조회해줘"
"배송지키미 배송상태 알려줘"
"배송지키미 배송조회할래"

배송지키미
"배송지키미에서 배송조회해줘"

AI 가상 비서 구현을 기술적 도전 과제들

위에서 나열한 다양한 형태의 AI 가상 비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술적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 On-Device Machine Learning >

[그림 7] 퀄컴의 온디바이스 음성처리 컴포넌트 구성도12

최근 몇 년 동안 인공 지능과 기계 학습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획기적인 잠재력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연산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바로 1) 대기시간, 2) 비용(HW/NETWORK), 3) 안정성, 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이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라우드가 아닌 모바일 장치에서 AI 연산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모델의 파인튜닝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비교적 제한된 리소스만 

허용되는 모바일 장치에 모델을 탑재하는 데는 모델 사이즈 축소, 처리 속도 최적화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문제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의 컴퓨팅 파워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참고
www.qualcomm.com/
news/onq/2018/07/why-
device-ai-required-virtu
al-assistant

On-device processing (always-on and real-time)

Cloud processing (services)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SR)

Voice 
activatio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LU)

Text-to-Speech 
(TTS)

Multi-mic echo cancellation,  
beamforming, and speech denoising

Weather

Stocks

Service manager

Maps

Wikipedia

SMS New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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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AI 가상 비서는 텍스트 기반으로 동작한다. 음성 어시스턴트의 경우에도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이후 텍스트 기반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미지를 이해하고 언어로 검색하거나 이미지에 대한 자연어 질문에 답하거나 이미지를 설명하는 

자연어를 생성하는 등 이미지-언어 이해(Vision-Language Understanding) 모델(CLIP, 

Flamingo, OFA 등)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만을 처리하는 AI에서 이미지, 

비디오 등 멀티모달 영역으로 AI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AI 가상

비서는 입력 혹은 출력이 멀티모달인 경우에도 인간과 유사하게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모델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AI 가상 비서는 스스로 멀티모달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싱글모달만 처리하는 에이전트들과 통신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동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멀티모달/에이전시 사이 프로토콜 정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 Conversational Information Access >

AI 가상 비서는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현재 질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정보 검색이 필요한 

질문인 경우, AI 가상 비서는 정보 검색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가졌는지 판단하고 부족하면 

사용자에게 역으로 물어보는 과정을 거친다. 사용자의 질문과 수집된 추가 정보는 적합한 형태로 

변환되어 정보 검색이 수행될 것이다. 정보 검색 결과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요약된 문장 

형태로 만들어져 음성으로 출력되거나, 도표 등의 형태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현재 기술로도 상당 수준 가능하지만, Human 가상 비서 수준은 아니며 인공지능 요소별 성능 

고도화가 필요하다.

< Context-Aware Assistant >

사용자의 발화는 동일한 말이라도 기존 대화 흐름, 사용자 정보, 사용자 환경 정보 등 종합적인 

문맥(Context)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AI 가상 비서는 이런 문맥을 지능적으로 구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대화를 통한 정보 접근'에서 AI 가상 비서가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보여줬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거기에서 A는 

제외하고 B를 추가하면 결과가 어때?’라는 명령을 한다면 AI 가상 비서는 이전 결과를 문맥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Long-Term Memory >

사람은 앞선 대화 내용을 상호 간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진행한다. 제법 시간이 

흘러도 상대가 중요한 부분은 잊지 않고 다시 물어봐 주는 경우 친밀도가 높아지거나 고마운 

감정이 들기도 한다. AI 가상 비서도 이와 유사하게 사용자와 대화 기억에서 짧은 기간(short-

term) 동안 기억할 부분과 긴 기간(long-term) 동안 기억할 부분을 구별하고 저장했다가 

필요한 상황에 정보를 다시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 Vertical Agent and Pipelining >

앞서 ‘멀티모달 에이전트’에서 싱글모달 에이전트들과 통신해서 멀티모달 처리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버티컬 에이전트들이 특정 도메인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AI 가상 비서는 사용자 요청을 받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한 다음, 필요한 

경우 버티컬 에이전트들의 기능을 조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는데, AI 가상 비서가 모든 기능을 전부 가지고 있으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버티컬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시스템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성을 위해서는 버티컬 

에이전트와 통신 규약이나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기술적 정의가 필요하다.

마치며 

지금까지 AI 가상 비서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이점, 그리고 형태와 기술적 도전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특히, 영화 속의 자비스나 사만다만을 상상하며 AI 가상 비서를 미래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사이 가상 비서의 형태와 예시를 통해서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AI 가상 비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지능형 가상 비서의 시대가 

다가왔다. 가상 비서의 사용 사례는 놀랍고 광범위하다' 13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AI 가상 비서는 

미래의 것이 아닌 현재의 것이다.

          AI 가상 비서가 식당 주문, 은행 거래, 개인 약속, 예약 등 매일 수십억 건의 고객 서비스를 

처리함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은 기업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고객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은 

줄이고 더욱 복잡한 문제를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3 참고
nvidianews.nvidia.com/
news/nvidia-announces-
platform-for-creating-ai-
ava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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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재  yj.one@kakaoenterprise.com 

10년 이상을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알고리즘, 서비스, 사업 모델을 하나의 축으로 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며 끝까지 매진하여 AI 기술 사업화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신명철  index.sh@kakaoenterprise.com

Kakao i Engine 대화처리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주요 관심 분야는 

목적지향 대화처리, 개체명 인식,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최적화, 언어 모델 

등입니다.

Summary

AI 가상 비서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AI 가상 비서?

특정 작업을 위해 훈련된 AI 시스템으로 자연어 혹은 음성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AI 가상 비서 도입을 통한 
주요 기대 효과

고객 데이터 수집 정리 분석

개인화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

리드 타임 감소

24시간 고객지원

비용 절감

기술적 도전 과제들

On-Device 
Machine Learning 
클라우드가 아닌 모바일 
장치에서의 연산

장기 기억
긴 기간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판별하고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다시 참조

문맥의 이해 및 대화 정보 검색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에게 역으로 물어보는 기술

멀티 모달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 받아들여 
이해하고 답변하는 모델 개발

특정 도메인 특화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기능들을 
조합하여 사용

AI 가상 비서의 유형

업무 관리 작업

뉴스/소셜 미디어 관리

재정/구매 관리

가상 비서의 지원 가능 업무

고객 서비스

연구/서베이/홍보

이메일 관리

AI Virtual
Assistants

Voice Assistants

Chatbots

AI Avatars

Domain Specific Virtual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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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시작하며

택배 배송 완료 알림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설렘을 배송하는 방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대형 물류 업체나 우체국 택배가 주류이던 

예전과 달리 새벽 배송이나 10분 배송처럼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상품을 언제나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듯 최근 물류 분야에서 

‘시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고객이 원하는, 

고객과 약속한 배송 시간에 상품을 배송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물류 시스템은 작업부터 배송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도착 예정 시간은 있지만 전체 

물류 운영 시간은 경험을 토대로 대략 알고만 있을뿐 

배송 시작과 종료 시각은 무의미하게 쌓이고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물동량 

또한 이런 ‘시간’ 개념을 어렵게 한다. 

기존 물류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배송량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물동량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라 센터를 새로 오픈해야 하고, 

재고를 관리해야 하며, 물류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늘어난 배송량만큼 물류에 투자하는 자원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셈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LaaS팀은 기존 물류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물류 생태계를 

목표한다. 그 해결책으로 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카카오 i 라스(Kakao i LaaS)’를 출시했다. 

본 글에서는 카카오 i 라스의 AI 기술과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물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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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AI와 물류 시스템의 만남, 카카오 i 라스

카카오 i 라스는 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연결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무엇을 연결할지가 관건이다. 카카오 i 라스에서는 

그 연결점을 자원과 시간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 점들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기술로 

연결하고자 한다.

AI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Kakao i Search

지식그래프 등 판매/물류/SCM 
측면의 인사이트 제공

Kakao i Insight

데이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예측, 최적화, 추천, 이상 감지 등

AI 파이프라인 구축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을 통한 판매/물동량 예측, 
물류 자원 최적 배치

[그림 1] 카카오 i 라스의 AI 기술

[그림 2]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회의실 예약 시스템

한정된 자원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카카오 i 라스 Execution

[그림 2]는 실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회의실 예약 시스템의 화면이다. 

누가, 언제, 얼마 동안 회의실을 사용하는지를 표시한 화면을 모두에게 공유하기 때문에 누구나 

회의실 예약 상황을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회의실 예약과 취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언제나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회의실이라는 자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낭비 없이 공유하고 

있다. 회의실 예약 시스템처럼 물류도 사용자가 시작과 종료 정보를 공유하고, 한정된 자원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자원을 더 나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0월 4일(화)

제이지 무지 베로니 앙몬드 케로 펜다주니어 죠르디

오전 8:00 오전 8:00-오
후 10:00
nathan.lee

오전 8:15-11:00
leah.yong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6:00
jade.me

  오전 9:00-
오후 5:00
lily.u 오전 9:30-11:00

edith.o

오전 10:00 오전 10:00-
11:30
jade.me

오전 10:00-11:00

leo.c

오전 11:00 오전 11:00-오후 12:30

eric.han1

오후 12:00

오후 1:00 오후 1:00-2:00

shawn.
johnson

오후 1:30-4:00

chedda.choi
오후 2:00 오후 2:00-4:00

jane.ji
오후 2:00-4:00

sam.me

오후 3:00 오후 2:00-3:00

hide.park

오후 4:00 오후 3:00-오후 6:00

jamess.chung

오후 5:00 오후 5:00-6:00

lily.u

오늘

8명

A A consumer

consumer

consumer

B B

C

카카오 i 라스는 화주사와 회원사가 서로 연결된 물류 자원을 공유해 모두 이익을 얻는 구조를 

계획했다. [그림 3]은 그 구조의 예시이다. [그림 3] 좌측에는 카카오 i 라스의 파트너 기업 

A, B, C가 있다. 기존 물류 시스템이라면 파트너 기업 A, B, C 모두 각각의 물류 체계를 구축해 

상품을 배송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 i 라스는 화주사의 물류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모든 파트너 기업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C는 B보다 사업 규모가 작기에 

B의 물류에 자신의 물류를 합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B 역시 A가 제공하는, 더 나은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 i 라스를 통한 자원의 공유는 3개의 배송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2개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고, 모든 파트너 기업에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작은 사업체 C는 사업 규모에 적합한 서비스를, B는 타 회원사와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강화를, A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확대이다.

[그림 3] 카카오 i 라스 파트너 기업의 풀필먼트 네트워크

8명 8명 8명 8명 8명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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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카카오 i 라스 파트너 기업의 풀필먼트 네트워크 확장

이러한 카카오 i 라스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한다면 그 활용 가능성은 [그림 4]처럼 

무궁무진해진다. 비어있는 물류센터나 배송 완료한 차량이 다음 주문을 위해 기다리지 않고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류 센터와 배송 수단의 끊임없는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카카오 i 라스의 핵심 AI 기술은 카카오 i 서치다.

< 카카오 i 서치 >

카카오 i 서치는 지능형 검색, 추천 솔루션이다. 포털 급의 통합검색을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기업 내에 적용할 수 있는 AI 검색플랫폼과 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해 지식의 형태로 전달해 

위험관리, 영업 기회 탐색 등 경영 전반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카카오 i 서치를 통해 회원사는 본인이 원하는 재고 배치와 최적 주문 배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창고가 부족한 회원사는 자신의 물품을 보관할 창고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회원사의 

조건과 가장 일치하는 창고를 찾아준다. 이미 회원사가 예상 보관/출고 물동량을 알고 있다면 

창고별 월 예상 견적도 산정할 수 있다.

          회원사가 자신의 물품을 배송하는 방법과 그 과정, 결과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자연히

그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이 데이터는 시간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스케줄링을 

가능하게 만든다.

A A

X택배

Y택배

Z택배

consumer

consumer

consumer

consumer

consumer

consumer

consumer

consumer

B B

E

I

J

영업소/대리점

C

D

E

F

G

다양한 물류 데이터로 배송량을 예측하는
카카오 i 라스 Planning

회원사가 카카오 i 서치를 기반으로 구축한 주문/배송 데이터는 가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의 물류 배송 데이터에는 각 주문이 포함한 물품 목록, 개수, 배송지와 배치 시간, 

배송 완료까지 거친 단계와 시간까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물류 

배송 데이터가 수백, 수천 개가 쌓인다면 미래의 판매량까지 예측할 수 있다.

          이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사는 판매, 주문, 상품, 재고 등 

모든 물류 관리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 예로 크리스마스를 대비하는 온라인 셀러를 살펴보자. 이 업체가 카카오 i 라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용 상품의 등록, 전시, 주문 수집하는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 

두 개를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

주문 데이터

물류 실행 결과

고객 지향적
사용환경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판매 분석
재고 배치

제품 수명 주기
재고 최적화

…

주문 채널
연결

상품 상태

실적

물류센터 데이터

[그림 5] 카카오 i 라스의 All-in-one 대시보드 

하지만 카카오 i 라스의 All-in-one 대시보드는 두 개의 사이트를 하나로 합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든다.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과 연결된 대시보드를 통해 상품을 등록하고 

전시, 주문 수집한 정보를 바로 물류 센터에 연결해 주문을 처리한다. 주문 실행 결과, 재고 상태, 

상품 상태 그리고 주문 트래킹 정보까지 물류 센터에서 다시 대시보드로 자동으로 옮겨 확인할 수 

있다. AI는 이렇게 다시 쌓인 데이터를 학습해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객은 

그동안의 판매 분석, 재고 분석, 제품의 수명 주기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LaaS OM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업체는 이러한 인사이트 하나로 크리스마스에 폭발할 판매량과 필요한 

재고량을 미리 파악해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카카오 i 라스의 

핵심 AI 기술은 카카오 i 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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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i 엔진은 카카오 i 라스 플랫폼에 쌓인 상품 정보, 주문 정보 및 출고/배송 정보 등을 가공해 

인사이트를 추출,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든다. 현재 지식그래프를 통해 제공되는 두 가지 

예시를 보자.

먼저 연관도 분석이다. 카카오 i 엔진이 만든 연관도 분석을 통해 출고 상품별 연관 상품, 

판매지역, 판매채널을 확인할 수 있다. 선택한 상품과 함께 주문된 다른 상품들은 주문 시기나 

주문자에 따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다. 앞선 예시처럼 크리스마스라면 트리 모양 키링이 같은 

트리 모양 인형과 함께 묶여 장바구니에 담길 수 있다. 카카오 i 엔진은 여러 가지 상품을 조건으로 

검색해 이러한 상품 간의 연계성을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분류, 

어떤 쇼핑몰이 가장 판매량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 판매 채널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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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그룹 생성을 통해 주문량/출고량을 상품 및 카테고리별로 비교해서 분석해보세요.

[그림 7] 카카오 i 서치의 비교 분석 인사이트

어느 카테고리와 같이 팔렸을까 ? 카테고리 분석

카테고리별로 함께 판매된 다른 카테고리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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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카카오 i 엔진의 연관도 분석 인사이트

상품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는 연계 상품 분석

어느 쇼핑몰의 기여도가 높을까 ? 판매 채널 분석

선택한 상품과 함께 주문된 다른 상품들을 확인해보세요.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상품이 함께 많이 주문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을 검색하여 지식 그래프를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상품이 어떤 채널에서 많이 판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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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두 번째는 비교 분석 서비스다. 화주가 보유한 상품을 다양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카테고리 분석부터 더 상세한 비교를 위한 상품군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와사비 맛과 치즈 맛이 나는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 모든 과자 종류를 통틀어 어떤 맛이 더 인기 

있는지 알기 위해 사용자가 카테고리를 직접 설정해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회원사 하나와 물류 센터 하나, 즉 1 대 1 판매 물류관리만 예시로 

들었지만, 더 많은 파트너 기업이 참여한다면 N 대 N 판매 물류관리도 가능해진다.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된 주문을 처리할 물류 센터를 고르기 위해 서비스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물류 센터로 AI가 주문을 알아서 분배, 할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머신러닝의 자료로 이용한다면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판매, 

재고 회전 전략을 추천 받아볼 수 있어 비즈니스 분석이 쉬워진다.

          또한 물류 현장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카카오 i 엔진은 단순히 판매와 재고 파악뿐만 

아니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비전 기술과 결합해 현장의 이상 상황들을 식별해낼 수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비전 기술을 물류 센터 CCTV에 적용하면 작업자의 동선과 행동을 

분석하고, 비어있는 공간이나 셀을 분석해 해당 공간에 어떤 상품을 적치하는 것이 좋은지 

추천한다. 이를 통해 동선과 동선 혼잡도를 분석해낼 수 있다. 물류 센터 현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 직원과 고객의 동선을 분석해 진열 전략도 세울 수 있다. 또한 비전 기술은 

작업자가 쓰러지거나 무엇인가 낙하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이상 상황을 식별해 담당자에게 

공유하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카카오 i 라스의 AI 기술은 판매량 예측은 수요 예측 정확도 상승, 물류 출고량 및 

재고량, 그리고 구매와 생산까지 SCM(Supply Chain Management) 전체에 적용할 수 있고 

공급망 전체의 스케줄링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스케줄에는 물류 공정과 배송 시간이 포함된다. 

이는 현장의 생산성을 향상해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든다.

물류 스케줄링과 판매량 예측의 최종
카카오 i 라스 생태계

결론적으로 카카오 i 라스는 기업이 판단해야 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하고 

기존의 물류 체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는 물류 생태계 참여자들이 AI와 함께 

스마트한 의사 결정을 내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LaaS팀은 플랫폼의 기반(Core)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자원과 시간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 생태계에서 카카오 i 라스는 카카오 공동체의 여러 기술과 연결이 가능하다. 파트너 

기업은 카카오워크나 카카오톡 등 통합 업무 플랫폼을 사용해 소통하고, 헤이카카오를 통한 

음성 주문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 또한 카카오 i 라스에서는 모바일에서도 웹에서 보는 화면을 

동일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물류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이 연결을 글로벌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제 운송 파트너와 플랫폼, 다양한 해외 

플레이어와 연결하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번역 기술과 더해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을 불편함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원하는 국가로 판매하고 싶은 채널과 상품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내의 End-to-End 물류를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는 것이다.

정산, 데이터
인사이트

주문/물류 관리 물류센터 관리창고 매칭

주문, 출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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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요건에 맞는
창고 검색

회원사
(물류센터)

화주
(판매자)

[그림 8] 카카오 i 라스의 생태계의 모습

모두가 함께하는 물류를 꿈꾸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카카오 i 라스는 이러한 연결을 하나하나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미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물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카카오 i 라스는 기존 물류의 불편함을 스마트하게 해결하고 물류에 관한 모든 것을 연결하자는 

목표를 향해 수많은 크루와 함께 오늘도 다양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새벽에 생산한 간식을 주문해 당일에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물류에서 이런 빠른 공급은 어렵다. 하지만 카카오 i 라스 위에서 

연결된 물류라면 이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공장에서 새벽에 생산한 간식을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오는 셈이다. 카카오 i 라스가 제공하는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파트너 기업이 참여해 

이용한다면 맛있는 제품을 더 빠르게 먹어볼 수 있다.

          카카오 i 라스가 만들어 나갈 AI를 통해 연결될 물류 생태계 플랫폼의 실현이 그다지 멀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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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을 AI로 혁신하는 일은 무척이나 지난한 일 입니다. 

이 도전에 함께 하고 계신 동료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ummary

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핵심 AI 요소 기술 기반 솔루션
    상품, 주문 및 배송 정보 등을 가공해 
    주문 인사이트 추출

    비전 기술과 결합해 현장의 이상 
    상황들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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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데이터 기반 물류 배송 
    스케줄링 생성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자원과 시간을 연결할 수 있는
Kakao i LaaS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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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글을 매일 읽고 생산성 툴을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술을 

어깨 너머로 훔쳐보다 그 기술을 총망라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REPORT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크루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AI 기반 컨택센터 플랫폼
시작하며

요즘은 서비스를 이용하다 생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특정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면, 챗봇이 반겨줄 때가 많다. 
전화 채널을 선호하는 사용자는 ARS를 사용할 텐데, 
이 경우에도 먼저 콜봇과 인터랙션을 해야 한다.

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38

AI 기반 컨택센터 플랫폼  50

AI 기반 일상 공간의 혁신  62

도메인 지식 기반의 AI 기술과 산업 현장 적용  72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경우는 쉽게 찾기 힘들다. 몇 번이고 챗봇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콜봇으로 상담원과 연결해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챗봇과 콜봇은 아직 불편하기 때문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커넥트센터팀은 대화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챗봇과 콜봇 

그리고 AI 컨택센터(AI Contact Center)를 

구축하는 조직이다. 그저 그런 서비스가 아닌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또다시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자는 일념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핀테크, 유통, 생명보험, 에너지, 공공 등 

다양한 도메인의 챗봇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AI 컨택센터 서비스인 

‘카카오 i 커넥트 센터(Kakao i Connect Center)'를 

출시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컨택센터에 새롭게 접목되고 있는 

AI 기술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AI 기술이 이루어내는 혁신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그리는 컨택센터는 

어떠한 모습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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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enter

전화 채널 중심의 컨택센터

이전에 우리가 흔하게 접했던 컨택센터의 형태는 전화 채널을 이용한 고객센터다.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기업의 대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사람 상담원과 대화하며 문의를 해소해왔다. 고객센터의 상담원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모두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채널은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이었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전화 채널 중심의 컨택센터는 고객, 상담원, 기업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상담원 연결까지 

꽤 긴 안내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며, 이마저도 상담원 연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 이로 인한 불편이 상당하다. 또한 어렵게 통화가 되어 문의 사항을 말했지만,

다른 상담원과 연결돼 했던 말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자 목표인 더 나은 고객 경험의 창출이 컨택센터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상담원의 현실도 녹록지 않다. 고객이 오랜 시간 상담을 대기하고 여러 상담원에게 자신의 

문의사항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니, 상담원 역시 화난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실제 한 기사01는 전화 상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담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기업도 나름의 입장이 있다. 콜센터 도급 계약은 업무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당 단가 구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해진 구조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취하고자 한다. 동시에 

상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역시 새로운 

상담원에 대한 교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반복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COVID-19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 상황이 증가됨에 따라 고객센터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상담을 제공하고 

싶어도 상담원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활한 전화 상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컨택센터의 영역에 전화 채널 중심의 고객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전화로 

집중되는 고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고객센터 이메일과 고객센터 게시판, 마이페이지 내 1:1 문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고객센터에 대한 집중도가 분산되지 않는 

것은 바로 ‘나의 문의를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다’는 고객의 니즈에 이유가 있다.

AI Contact Center

옴니 채널 시대의 시작, 챗봇의 도입

이렇듯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게시판이 고객센터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AI 기술의 등장은 컨택센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챗봇이다.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고객들에게 채팅 UI/UX가 익숙해지면서 챗봇이 컨택센터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챗봇은 기존의 사람 상담원이 제공해줄 수 있었던 즉문즉답의 

기능과 더불어 24시간 문의 가능한 이메일과 게시판의 기능을 겸비했다. 심지어 이메일/

게시판과는 달리 답변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챗봇이라고 모두 같은 챗봇은 아니다. 챗봇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단순 질문형과 키워드 입력형은 챗봇에 주어진 버튼을 클릭하고 답변을 받아보는 일회성의 

인터랙션에 그친다. 메뉴 전개형은 트리형처럼 챗봇이 제시하는 메뉴들을 클릭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찾아나가게끔 설계한 챗봇이다. 이러한 챗봇들은 구현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사실 질문과 메뉴를 선택하다 보면 결국 상담원 연결 안내 문구를 마주하게 

한다. 이럴 거면 뭐하러 챗봇을 쓰나 싶은 느낌을 주는 지점이다. 단순 대화형은 나름 문맥과 

조건을 인식하고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나 규칙에 따라 답을 제시한다. 똑똑해 보이지만 고객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내놓고 결국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AI 대화형 챗봇은 어떤 것일까?

[그림 1] 단계별 챗봇

AI
대화형

단순 대화형

메뉴 전개형

단순 질문형, 키워드 입력형

AI 대화형 챗봇의 요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다년간 AI 챗봇을 개발하고 서비스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컨택센터에 

최적화된 AI 챗봇으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AI 챗봇은 고객센터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했다.

< 높은 수준의 자연어 이해 >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챗봇이라면 챗(Chat),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 고객의 입력과 선택을 

제한하여 기획한 범위 내에서 응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대화가 아닌 웹이나 앱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대화의 방향을 잡는 것으로 챗봇이라고 하기 어렵다. 고객이 원하는 

챗봇은 자유로운 발화에 대응하는 챗봇이다. ARS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버튼을 입력하는 불편한 

단계를 겪는 대신, 상담원과 이야기하듯 핵심만 입력해도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55

A
I IN

D
U

STRY

54

답은 대화 설계, 학습 엔진 그리고 학습 데이터 이 세 가지에 있다. 봇은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를 통해 고객의 발화로부터 의도(Intent)를 추출해낼 수 있다. 

이 과정은 기획자의 대화 설계와 함께 학습 데이터(Training Set)를 이용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 수반된다. 대화를 설계할 때 키워드(Entity) 중심이 아닌 의도 중심의 설계를 

해야 하며, 적은 학습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를 낼 수 있는 학습 엔진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오타와 채팅체를 고려하는 등 고객의 다양한 발화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구축 스킬 

및 노하우도 필요하다. 컨택센터 내 챗봇의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나 잡담을 하는 스몰톡(Small 

Talk)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와 목적이 있는 과제 중심형 대화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고객 응대 능력이 높은 컨택센터 챗봇을 구축할 수 있다.

< 개인화된 응답 제공 >

챗봇을 구축하다 보면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고객의 조건에 따른 답변 분기(조건에 맞게 답변을 

나누는 것)이다. 즉, 고객들의 질의 의도는 동일하더라도 고객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답변이 다른 경우다. 답변을 분기하면 사용자가 선택해야 하는 단계, 즉 되묻기 절차를 

추가해야 하고 이는 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까지의 동작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답변을 

분기하지 않고 하나의 답변에 모든 고객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아 제공한다면 단계는 줄일 수 

있겠지만, 답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독성 및 전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의도에 

따라 고객의 챗봇 계정과 고객사의 고객 계정을 연동하여 고객 맞춤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챗봇에 노출되는 버튼 역시 고객의 상태를 반영하여 동적으로 노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심 채널로서의 챗봇 >

AI 컨택센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화 외에 다양한 

채널을 옴니 채널(Omni-Channel)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는 물론 카카오톡 

챗봇이나 웹챗봇, 앱챗봇 등으로 확대되는 형태이다. 그중에서도 챗봇이 중심에 있다. 

AI 컨택센터의 챗봇이라면 다른 채널로의 이동 편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웹과 앱으로의 이동은 

물론 심화된 문의를 원한다면 언제든 채팅 상담원 및 전화 상담원과 연결해줄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해야 한다.

          연결성만큼이나 히스토리 일원화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챗봇을 이용하다가 

채팅 상담원과의 연결을 요청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챗봇과의 대화창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담원과의 채팅으로 전환되지 않고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챗봇 대화창과 

상담원 대화창이 이원화되면서 상담원과의 대화 히스토리가 사라지게 된다. 혹은 챗봇을 

이용하다가 유선 상담원에게 연결을 요청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의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받는 상황도 고객 경험이 분리되는 경우다. 그러므로 유기적인 사용자 경험과 

대화 히스토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챗봇이 중심 채널로서 작동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Kakao i Connect Center

대화 설계 학습 엔진 데이터

[그림 2] AI 대화형 챗봇 구축의 3가지 요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AI 컨택센터는 키워드 입력형과 메뉴 전개형 그리고 단순 대화형 챗봇을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그렇지만 커넥트센터팀에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기술을 

토대로 AI 대화형 챗봇의 요건을 모두 구현하며 챗봇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는 고객용 챗봇에서 

더 나아가 상담지원봇과 콜봇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만의 

혁신적인 AI 고객센터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3] 카카오 i 커넥트 센터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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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담지원봇 화면 예시

고객용 챗봇이 아닌 상담원을 위한 상담지원봇도 주목받고 있다. 상담원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고객 지원 효율과 고객 만족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상담원의 

극심한 노동 강도와 높은 퇴사율 그리고 이로 인한 인력 교육 비용은 기업에도 큰 부담이다. 

이때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상담지원봇은 상담원이 적절한 답변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고객과 상담원의 전화 상담 내용을 STT(Speech-

to-Text)로 변환하여 상담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고객이 음성으로 발화한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면 주요 키워드가 검출되고, 연동된 검색 시스템에서는 기간계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키워드에 해당하는 답변을 제시한다. 상담원에게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면서 

상담원의 업무 편의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상담원의 업무 스킬에 의존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비숙련자 또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STT 기술이다. 고객과 상담원 간 상담 내역 자체가 텍스트로 정확하게 변환되지 않으면 키워드 

검출도, 답변 검색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담원을 위한 챗봇

1

2

고객문의 내용 중 주요 키워드 검출1 카카오 검색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고품질 검색2

콜봇

< 지능형 대화 엔진 DFLO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콜봇은 DFLO(디플로)를 기반으로 한다. DFLO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자체 개발해 고도화된 대화 엔진이다. 사람과 대화하듯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DFLO는 Dual, Deep Learning, Dialog를 상징하는 D와 흘러감을 뜻하는 

Flow의 합성어다. DFLO 기술은 고객이 음성봇이 답변하는 도중에 다른 질문을 하는 등 대화 

중간에 말을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연결해나갈 수 있도록 인식하는 풀 듀플렉스 환경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음성봇이 “고객님, 이번 주 수요일 커트 예약 완료되었...”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을 때 고객이 “그런데 주차는요?” 라고 중간에 묻더라도 “주차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다. 더불어 고객의 성별을 식별하거나, 방금 전 전화했던 

고객의 정보를 기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 음성 인식 & 음성 합성 엔진 >

STT(Speech-to-Text)와 TTS(Text-to-Speech)는 콜봇의 핵심 기술이다. 챗봇은 고객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고 텍스트로 답변을 제공하지만, 콜봇에서는 오직 음성으로 인터랙션이 

이루어진다.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에 대한 기술이 가장 중요한 셈이다. 따라서 고객이 발화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소 인식의 경우 

주소뿐만 아니라 동과 호수, 층 등 상세 주소까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우 최근 진행한 주소 관련 음성봇 프로젝트에서 전화 성공률 95%를 

달성하며 효과적으로 고객사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주소처럼 일반적인 도메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어휘 및 패턴이 있는 반면, 특수 

기업이나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어휘와 패턴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STT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를 위해 Custom STT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특수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패턴일지라도 음성 인식 엔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습하고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정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도메인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휘와 패턴을 추가하면 새로운 내용이더라도 수 시간 내 자동으로 학습이 

진행되어 커스텀 모델이 생성되고 곧바로 서비스에 적용된다. 커스텀 모델은 문장 인식률이 

20% 이상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한 최신 음성봇 모델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기업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음성봇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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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데이터 활용 기술 >

고객과 상호 작용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컨택센터 솔루션은 가장 중요한 자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여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선순환 고리를 완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나오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분석을 통해 확보한 인사이트를 활용해 봇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더불어

고객 불만을 상품이나 서비스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별과 연령 등 고객 

정보와 상담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 특성에 따른 주요 CS를 도출한 뒤 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고객군의 CS가 유입될 시 

고객이 질의하는 것에만 답할 것이 아니라, 미리 도출한 CS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는지 

[그림 5]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는 카카오 i 인사이트 플랫폼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통합 및 정규화

*고객사 Legacy

상담 정보 고객 정보

Needs에 따라
데이터 선택
/조합 가능

고객 상담 Tracking

상담 유형별 고객 반응

고객 경험 관리 (CEM)

고객 개인별 응대 전략 도출
상담 이상 탐지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 도출 지원
현 마케팅 효과 분석 지원

봇 성능 개선

봇 성능 개선안 도출
봇 성능 개선 효과 근거 제시

BI/대시보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참고 지표

고객 발화 패턴

봇 성능 변화

분석 형태에 맞게
Data Migration 

필요

고객

Insight
Platform

SDK

Chat Bot Call Bot ACW Bot

Connect Center

분석 기초 데이터

Kakao i Insight Platform

상담 대화 상담 요약/분류서비스 Log VoC 분석

정규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

02 설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모든 
임직원을 크루(Krew)라고 
부른다.

03 참고 
www.pwc.com/us/en/
advisory-services/publica
tions/consumer-intellige
nce-series/pwc-consum
er-intelligence-series-cu
stomer-experience.pdf

먼저 문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CS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고객군에 알맞은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근거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데이터 간 

관계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통합 분석이라는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컨택센터에 등장한 AI 기술은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고객상담을 

24/7/365로 개선하여 고객 경험을 혁신했으며,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이라는 즉각적인 성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DT(Digital Transformation) 관점에서 데이터 확보라는 길을 열어주었다. 

상담원 입장에서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챗봇이 해결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보다 고도화된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이 다시 찾는 컨택센터로의 변화를 꿈꾸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짧은 시간 빠른 속도로 챗봇 업계에서 비약적인 혁신을 이루어냈다. 

기존의 챗봇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시도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기획력과 기술력을 토대로 

구현해내면서 쓸모 있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메인의 챗봇을 만들어냈다. 많은 크루들02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챗봇이 AI 컨택센터의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음성으로 응대하는 콜봇과 상담지원봇,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스마트한 컨택센터로 확장하는 단계에 있다. 고객 경험이 전부인 

시대에서 AI 컨택센터로의 변화는 고객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 지원 채널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부정적인 고객 경험은 고객 이탈03을 초래하지만, 

긍정적인 고객 경험은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기업의 존재 근거는 고객에 

있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 AI를 활용한 

고객 만족도 확보는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을 만드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고객 

만족도를 혁신적으로 상승시켜주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컨택센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압도적인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컨택센터 시장의 Next Normal을 

제시하는 동시에 시장의 프런티어를 꿈꾸는 커넥트센터팀을 앞으로도 기대해주길 바란다.



Summary

AI 기반 컨택센터 플랫폼

박연수  rothy.bon@kakaoenterprise.com

언어학 관점에서 챗봇의 담화 구조에 대해 연구했으며

자연어 처리 기반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기획자입니다. 

현재는 쓸모있는 AI 서비스와 플랫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 솔루션(상담지원봇, 콜봇) 활용 기술

음성 인식(Speech-to-Text), 
음성 합성(Text-to-Speech)

지능형 대화 엔진 DFLO
(사람과 대화하듯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대화 가능)

데이터 관련 기술(수집, 통합 및 
정규화, 분석, 활용)

AI 컨택센터?

기존 고객센터의 형태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기업/상담사/고객 모두의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솔루션

AI 컨택센터 챗봇의 조건

높은 수준의 자연어 이해 및 처리 (NLU, NLP)
    의도(Intent) 기반의 대화 설계 

    고성능의 머신러닝 학습 엔진 

    발화 데이터 구축 스킬

개인화된 응답 제공
    고객 연동을 통한 고객 
    맞춤 답변 제공 

    되묻기 절차가 사라지면서 
    즉문즉답 가능

중심 채널로서의 역할
    옴니채널 환경에서의 
    히스토리 일원화

    타채널로의 이동 편의성  



AI 기반 일상 공간의 혁신
시작하며

AI 기술이 접목된 기기의 최대 장점은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다. 추운 겨울 외출 후 집에 들어가기 

한 시간 전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켜고, AI 스피커에 음성 명령으로 
조명을 켜고 음악을 듣는 등의 행위는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다. 

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38

AI 기반 컨택센터 플랫폼  50 도메인 지식 기반의 AI 기술과 산업 현장 적용  72

AI 기반 일상 공간의 혁신  62

하지만 그 모든 기기는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하나씩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기 간 연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서 아침 기상 

알람을 설정했다면 전자시계 알람도 동일한 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결국 편리해지는 만큼 번거로워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러한 모든 기기를 서로 

연결하는 솔루션은 없을까?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스마트스페이스 부문은 카카오 i 커넥트 플레이스 

솔루션으로 집에서부터 도시까지 기기를 연결하고 

공간의 개념을 확장해 앞서 이야기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과 

사물을 연결하고 AI를 더해 즐겁고 편리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스마트스페이스 부문의 비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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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AI와 함께하는,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해

우리는 매일 다양하고 수많은 공간 속에서 생활한다. 늘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집, 

집을 나서면 수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는 도시, 사무실,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그 공간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집이 편안하지 않다면? 도시가 안전하지 

않다면? 사무실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의 삶 또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AI, IoT, 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인프라의 발달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카카오 i 커넥트 플레이스 솔루션은 AI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공간을 구성하는 사용자, 사물을 연결하고 나아가 건물, 도시를 통합하여 편리함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AI Home Service

연결의 시작점은 나의 집, 스마트홈이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안면인식을 통해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집안에 들어서면 조명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똑똑하고 편리한 집의 모습은 이미 상당수 

현실이 됐다. 이렇듯 카카오 i 커넥트 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스마트홈은 AI 기술과 카카오홈, 

헤이카카오의 플랫폼 서비스를 생활에 접목하여 거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다음은 AI Home Service에 적용되어 있는 핵심 기술이다.

[그림 1]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Hom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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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인식 >

음성 인식으로 동작하는 기기들은 사람처럼 말을 듣고 이해하여 대답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말을 하면 음성 인식 변환 모델 STT(Speech-to-Text) 모델을 통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된 텍스트를 자연어에 대한 형태소 분석, 구문 해석, 의미 분석, 화용 분석 등을 통해 문장에 

담긴 의도를 파악한다. 파악한 의도에 따라 최적의 결과를 찾아내고 TTS(Text-to-Speech) 

기술을 통해 사람의 말소리처럼 응답한다. 실제로 말을 하고 AI 스피커가 대답하는 간단한 

과정이지만, 기계의 입장에서는 여러 단계를 매우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언어습관과 맥락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우리나라 말은 자연어 처리가 특히 더 어렵다.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달라져도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 (‘집에서 음악을 듣습니다’와 ‘음악을 집에서 듣습니다’) 

물음표와 어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지금 좋아’와 ‘지금 좋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러한 음성 인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지능형 대화 

엔진 DFLO를 개발하는 등 해결책을 제공한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DFLO는 Dual, Deep Learning, Dialog를 상징하는 D와 흘러감을 뜻하는 Flow의 합성어다. 

DFLO 기술은 대화 중간에 말을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음성으로 "내 방

온도 좀 올려줘."라는 요구에 음성봇이 "네, 현재 방 온도 22도에서…"라고 대답하는 와중에 

"아니다, 그냥 그대로 둬."라고 중간에 요구를 수정하더라도 "네, 방 온도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다. 이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음성 인식 AI 기술 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음성으로 집안의 모든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 AI 비서 >

높은 수준의 음성 인식 기술이 탑재된 카카오 i 커넥트 플레이스에서 사용자는 자신만의 AI비서를 

가질 수 있다. AI가 적용된 카카오 i 커넥트 플레이스에서 기기들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일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자율형 AIoT(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로 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능을 가진 자율형 플랫폼과 가전이 스스로 집안의 상태를 파악하고 거주민의 

생활패턴을 학습하여 최적화된 환경을 자동으로 먼저 조절하는 미래가 머지않았다. 어쩌면 

가전제품을 제어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기기가 스스로 다른 기기들과 현재 상태를 연결해 

주변 환경과 상태를 감지하고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미리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카카오 i 커넥트 플레이스의 AI 기술은 자율형 스마트홈을 구동하고 각종 디바이스를 

종합 제어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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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i 커넥트 플레이스가 준비하는 스마트오피스의 목표는 미래 사무실 구현이다. 

COVID-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오피스 공간의 역할과 필요성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화상회의와 협업툴을 이용하여 재택, 공유오피스에서도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동료와 협업하며 업무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연한 협업에서 

이제 사무실 공간은 누구 한 사람만의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과 

업무 형태에 따라 최적의 환경을 가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전환에 발맞춰 

카카오 i 커넥트 플레이스는 건물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효율과 건물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AI O�ice Service를 다음의 AI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 안면인식 >

출입자의 신분을 구별해내는 일은 보안이 요구되는 사무실 공간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사무실은 비밀번호 입력이나 출입 카드, 지문 인식 등 일정한 행동이 필요한 방법으로 

출입을 관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누가 사무실에 드나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출입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다른 출입 방법이 없어 곤란해질 수 있다. 

카카오 i 커넥트 플레이스는 안면인식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사전 안면 

등록만으로 출입을 자유롭게 만든다. 특히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워크스루’서비스는 멈춤 없이 

걸으면서 출입이 가능한 편리함과 글로벌 안면인식 기술대회 1등을 수상한 정확성을 자랑한다. 

모자와 안경의 착용 여부도 정확히 인식하며 사진 등 위조 인증을 방지하는 기술도 탑재되어 

있다. 이러한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AI O�ice Service에서는 출입을 위한 어떤 도구도 

필요 없어지고 두 손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O�i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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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AI CCTV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CCTV는 단순히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식별해 미등록 인원을 감지하고 쓰러짐, 

폭행, 침입 등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행동을 감지한다. 또한 미래에는 개개인의 업무 환경과 

행동 데이터를 CCTV로 분석하여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3] 카카오캠퍼스 조감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앞선 AI O�ice Services를 통합 적용한 카카오캠퍼스를 계획하고 있다. 

카카오캠퍼스는 AI 산업 인재 양성 생태계를 목표로, 카카오 공동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교수, 외부 방문객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다. [그림 3]의 카카오캠퍼스는 오프라인 

캠퍼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캠퍼스까지 두 개의 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캠퍼스 환경과 학교, 기숙사, 사무실 등 여러 공간이 복합 구성된 건물이다. 

단순한 교육시설보다는 카카오 전체의 AI 기술과 스마트빌딩 기술이 총 적용되는 미래 빌딩의 

테스트베드로 지어지고 있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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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클라우드 등 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일상 대부분의 서비스가 IT시스템, 

모바일로 도입되면서 데이터센터가 급증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I 기반의 자율주행이 적용되며 큰 변화를 앞둔 자동차처럼 데이터센터에 AI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운영이 가능해진다. 가장 먼저 기존 데이터센터에서의 과거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 현황을 파악해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살핀다. 또한 낭비될 수 있는 

에너지를 식별하고 관리 플랫폼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그리고 사람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운영될 예정이다.

[그림 4] 안산 카카오에리카 데이터센터

[그림 5]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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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센터 솔루션은 자동화되고 안전하며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자율 데이터센터를 목표로 한다. [그림 5]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을 최적 상태로 

운영하고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지보전 관리와 데이터분석 기반의 인프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은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City Service를 향해서

도시는 홈과 오피스,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다양한 건물 단위의 서비스와 

교통, 안전, 문화 등 도시 기반 시설물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 편리하고 즐겁고 

안전한 첨단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포함한 IT 플랫폼 및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도시 전체의 IT 마스터플랜부터 설계, 구축, 운영까지 토탈 

서비스와 홈, 오피스, 데이터센터, 병원,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한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여 

첨단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Kakao AI City Service를 제공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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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nicole.chill@kakaoenterprise.com

온갖 글을 매일 읽고 생산성 툴을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술을 

어깨 너머로 훔쳐보다 그 기술을 총망라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REPORT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크루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명진  mason.bae@kakaoenterprise.com

스마트스페이스부문에서 스마트시티, 빌딩, 홈이라는 공간과 

데이터센터를 조금 더 재미있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덕분에'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팍팍한 제 일상이 

화사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대로 은퇴한다면 행복한 인생을 보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mmary

AI 기반 일상 공간의 혁신

AI O�ice Service

카카오 
캠퍼스

건물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업무효율 극대화와 건물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AI O�ice Service
     안면인식: 어떤 도구 없이 자유로운 사무실 출입
     지능형 AI CCTV: 사용자 식별을 넘어 미등록 인원 감지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감지

       AI O�ice Service를 통합 적용한 AI 산업 인재 양성 생태계, 
카카오캠퍼스 현실화

AI Home Service

카카오홈/ 
헤이카카오

AI를 생활에 더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AI Home Service
     음성 인식: 자체 개발한 지능형 대화 엔진 DFLO 등 AI로 집안의 
     모든 환경을 제어

     AI 비서: 자신만의 AI 비서와 함께 주변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자율형 스마트홈 구동

AI 데이터센터

안산 
카카오 
데이터센터

급증하는 데이터양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의 중요성 대두
     과거 운영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현황 파악 및 운영

     관리 플랫폼의 최적 상태 유지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성

첨단 스마트도시, AI 플랫폼 시티 구축



도메인 지식 기반의 AI 기술과 
산업 현장 적용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어 산업 효율화, 편의, 안전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시작하며

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38

AI 기반 컨택센터 플랫폼  50 도메인 지식 기반의 AI 기술과 산업 현장 적용  72

AI 기반 일상 공간의 혁신  62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단순 반복, 감정 노동, 고위험 작업부터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작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최근 제조, 의료, IT 등 여러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흔히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내재한 

패턴을 다층 선형 결합한 식으로 근사하는 것에 

근간한다. 따라서 모델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패턴 

근사 성능이 증대될 수 있다. 최근 병렬 분산 처리 

장치 등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컴퓨팅 자원이 발전함에 

따라 얕은 신경망을 근간으로 하는 머신러닝에서부터 

깊은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딥러닝 모델로 발달해왔다. 

신경망의 깊이는 곧 데이터 기반 학습 능력과 

비례하기에, 딥러닝 모델은 기존의 얕은 신경망 

모델의 학습을 조력했던 많은 도메인 지식 기반의 

특징(feature)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많은 인공지능 대회에서 딥러닝 모델이 

가공되지 않은 Raw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충분히 

높은 모델 성능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도메인 지식에 

대한 요구는 점차 줄어들었다. 자연어 처리 영역의 

트랜스포머 모듈과 같이 여러 딥러닝 모델에서 도메인 

지식, 또는 데이터 이해 기반의 귀납적 편향(Inductive 

Bias)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이 

등장함에 따라 더더욱 도메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을 산업에 

적용 및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하와 같은 이유로 

다시금 도메인 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실제 산업은 항시 충분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를 

보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높은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실현하고자 도메인 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려는 시도가 발생한다. 또한, 실제 

산업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환경적, 학문적으로 요구되는 도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메인 지식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포항공과대학교 산업 인공지능 

연구실(Industrial AI Lab)을 이끄는 

이승철 교수님의 기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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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구현 측면에서 도메인 지식은 데이터 선정 및 처리, 모델 구성부터 세부적인 

적용까지 전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01 그 중 도메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데이터, 모델 및 손실 함수에서의 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도메인 지식 

기반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모델 설계 관점의 활용 및 물리식 기반 손실 함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그림 2] 음원 위치 추적 지도 데이터 표현 정의02, (좌) 기존 표현 방식(Beamforming map), (우) 제안된 표현 방식(Target map)

도메인 지식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 구현

01 참고 
www.kdnuggets.com/2022/
07/domain-knowledge-im
portant-machine-learning.
html

02 논문
Lee, Soo Young. (2021). 
Deep learning-based 
method for multiple sound 
source localization with 
high resolution and 
accuracy.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161: 107959.

Industrial System
(Domain)

AI Models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Observations
Data

Domain Knowledge
(data, models, losses)

AI Researcher

< 데이터 표현 정의(Data Representation) >

데이터의 표현 정의(Data Representation)는 우리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여 어떤 

결과를 출력할 것인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문제 정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고려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표현은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 주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표현 방식은 위치 표현의 정확도 또는 다중 음원 표현상의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팀에서는 딥러닝 기반 음원 위치추적 분야에서 도메인 지식을 통한 새로운 데이터 

표현을 정의하고 활용한 바 있어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적절한 맵핑 룰을 새로이 정의함으로써 

기존 한계를 극복하였다.

<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

Raw 데이터는 그 자체로 분석 또는 모델 활용에 적용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절한 전처리를 통해 적합한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메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진동 또는 오디오 신호의 경우 푸리에 변환 기반의 FFT(Fast Fourier Transform) 

또는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기법을 통해 주파수 성분 분석이 가능하다.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엣지 및 코너 검출을 위한 각종 수학적 필터 등을 사용해 분석한다.

[그림 3] 회전체 진동 신호 데이터 전처리03

03 논문
Iljeok Kim. (2022). Single 
Domain Generalizable 
and Physically Explainable 
Bearing Fault Diagnosis 
for Unseen Operating 
Conditions.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83.

회전체 결함의 축회전 속도에 따라서 진동 특성이 달라지는 점은 모델 학습의 어려움과 

학습된 이후에 모델 사용의 범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그림 3]처럼 

진동 신호 기반 회전체의 결함 진단에 새로운 전처리 기법을 제안하여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보해 진동 신호 기반의 도메인 지식을 통한 새로운 전처리 방법을 고안하여 회전 속도에 무관한 

특징을 획득하였다.

Beamforming map (dB) Target map (dB)

1.0 1.0

0.5 0.5

0.0 0.0

-0.5 -0.5

-1.0 -1.0

-1.0 -1.0-0.5 -0.50.0 0.0
x (m) x (m)

y 
(m

)

y 
(m

)

0.5 0.51.0 1.0

10

0

20

30

40

50

60

10

0

20

30

40

50

60

Pr
ep

ro
ce

ss
in

g
Ra

w
 S

ig
na

ls

Inc. Dec. Inc. to Dec. Dec. to Inc.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엔지니어링(Data Engineering)은 인공지능 모델이 주어진 목적을 제대로 학습하고 

기능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행되는 단계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때때로 정형/비정형, 이미지/

시계열 등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단순 기계적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올바른 문제 접근및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용할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데이터의 선별부터 데이터의 전/후처리까지 데이터 일대기 

전체에 걸쳐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그 중 대표적으로 데이터 표현 정의

 (Data Representation),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에 대해서 정리 및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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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도체 웨이퍼 결함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증강 예시04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딥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산업에서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데이터 라벨링은 데이터 

판별을 위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높은 라벨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증강하는 기법들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통상 지도 

학습에서 학습 데이터 증강을 위해서는 증강된 데이터가 기존 도메인의 데이터 분포를 따르며, 

증강된 데이터의 라벨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 증강은 실제 도메인 지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흔히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미지 데이터 증강 

기법에는 노이즈 추가, 크롭핑, 회전 및 반전 등이 있다.05 

          본 연구팀에서는 [그림 4]처럼 반도체 웨이퍼 패턴의 결함 진단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웨이퍼 이미지의 회전 및 반전에 대해 라벨이 일관되는 특성을 활용하여 적은 데이터에서도 

높은 진단 성능을 갖는 모델을 개발했다.

04 논문
Il Joo Jeong. (2021). 
Wafer Map Failure 
Pattern Classification 
using Geometrical 
Transformation Invaria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114.

05 참고
research.aimultiple.com/
data-augmentation-
techniques

06 논문
Peter W. Battaglia. (2018). 
Relational inductive 
biases, deep learning, 
and graph networks. 
arXiv:1806.01261

[표 1] 기본적인 딥러닝 구조의 다양한 관계형 귀납적 편향 06

<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 >

도메인 지식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 설계

Component

Fully connected Units All-to-all Weak -

Spatial translation

Time translation

Node, edge permutations

Locality

Sequentiality

Arbitrary

Local

Sequential

Edges

Grid elements

Timesteps

Nodes

Convolutional

Recurrent

Graph network

Entitles Relations Rel. 
inductive bias Invariance

도메인 지식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측면뿐만 아니라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선정, 고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모델에 추가적인 가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흔히 귀납적 

편향(Inductive Bias)이라고 불리며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귀납적 편향에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Betwork), GNN(Graph Neural Network)과 같이 

기본적인 모델의 구조에 내재한 귀납적 편향이다. 위의 모델들은 각각이 지닌 특징들로 인해 

이미지, 시계열, 관계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문제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a)

(b)

[그림 5a/b/c] 도메인 지식을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설계 연구07, 08, 09

07 논문
Kevin Miao. (2022). Prior 
Knowledge-Guided Atten
tion in Self-Supervised 
Vision Transformers. arXiv:
2209.037.

08 논문
Yigit A. Yucesan. (2022). A 
hybrid 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 for main 
bearing fatigue prognosis 
under grease quality varia
tion,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171: 
108875.

09 논문
Sheng Shen. (2021). A phy
sics-informed deep learn
ing approach for bearing 
fault detection, Engineerin
g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103: 1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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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논문
Lee, Soo Young. (2020). 
Spatial and sequential 
deep learning approach 
for predicting temperature 
distribution in a steel-
making continuous 
casting process. IEEE 
Access. 8:21953-219565

11 논문
Lee, Soo Young. (2022). 
Deep Learning-Enabled 
High-Resolution and 
Fast Sound Source 
Localization in Spherical 
Microphone Array System.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71:1-12

12 설명
주조의 한 종류로 금속을 
용융해서 주형에 흘려넣고, 
굳은 후에 꺼내어 제품화 하는 
금속 가공법이다.

모델로부터 발생하는 근본적인 귀납적 편향에서 더 나아가 도메인 지식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인공신경망을 설계하려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5a]는 Joseph E. Gonzalez 

연구팀이 최근 비전 트랜스포머에 SPAN(Spatial Prior Attention)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적은 수의 의료 데이터 셋에서도 더욱 높은 성능과 보다 설명가능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b]도 컴퓨터 비전 분야뿐만 아니라 기계 시스템 분야에서도 Felipe A. C. Viana 

연구팀이 풍력 터빈의 베어링 피로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LSTM(Long Short-term Memory) 

구조에 베어링 피로 모델을 적용해 얻은 향상된 예측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Chao Hu 연구팀은 

[그림 5c]와 같이 베어링 결함 관련 지식을 인공신경망 훈련 과정에 적용하여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베어링 수명 예측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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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b] 3차원 음원 추적 기술 사례10, 11

[그림 6a] 연속주조 공정에서의 주편 온도 예측10, 11

본 연구팀에서도 연속주조 12 공정에서의 주편의 온도 예측과 목표 온도를 위한 냉각 수량을 

도출하기 위해 CNN-RNN 결합 네트워크로 공간(Spatial) 정보와 연속적인(Sequential) 

정보를 동시에 학습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림 6a]와 같이 주편의 온도 분포와 

공정 제어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구형 마이크 어레이 시스템의 소음 음원 추적 연구에서 에일리어싱(Aliasing)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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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주파수 대역과 그렇지 않은 주파수 대역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해야 하는 주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림 6b]에서처럼 Dual-branched 형태로 모델을 구성하였고 더욱 신뢰성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물론 최근에는 인공지능 모델의 귀납적 편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대용량의 데이터가 존재하며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다. 실제로 트랜스포머의 등장 이후 대부분 SOTA(State 

of the Art) 모델들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입력 데이터의 순서를 알려주는 

포지셔널 인코딩(Positional Encoding)이나 인간이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처럼 단어들의 

상호 중요성에 집중하는 어텐션(Attention) 메커니즘에는 일종의 사전 지식이 여전히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메인 지식은 인공지능 모델을 적절히 선택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데이터 수가 부족하거나 데이터에 내재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도메인 지식 기반의 물리 기반 인공지능

[그림 7] 데이터 및 물리지식 시나리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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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s of physics

Some data

Some physics

Big data

Data

Physics

No physics

앞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모델 및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면 최근에는 수식 형태로 표현되는 도메인 지식을 인공신경망에 직접적으로 

결합하려는 물리 기반 인공신경망(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리 기반 인공신경망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정립되어 온 물리 지식을 기계학습 

방법과 결합하는 접근법이다.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물리 지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계학습 

모델의 예측 성능이 좋을 수 있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그림 7]처럼 데이터 및 물리 

지식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하고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데이터 기반 접근법이 자연과학 및 공학적 응용에서 물리적 정합성(Physical 

Consistency)을 보장하지 못했던 반면, 물리 기반 인공신경망은 물리 지식을 직접적으로 

내재화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물리 기반 인공신경망은 다양한 

과학/공학 분야에 성공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인공신경망에 물리적 지식을 직접적으로 내재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수식 형태의 

물리식을 손실 함수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물리식이 내재한 손실 함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기계학습 모델을 최적화한다면 물리적 정합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크게 2가지 

연구 방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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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a/b] 물리 기반 인공지능 방법 분류

< Physics loss >

Physics loss는 [그림 8a]처럼 어떠한 데이터도 사용하지 않고, 수식형태의 물리식만을 

손실함수로 사용하여 물리 기반 인공신경망을 설계할 수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Jian-Xun 

Wang 연구팀은 어떠한 데이터도 없이 물리 기반 인공지능으로 혈류 유동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성공했다.14

< Physics loss + Data loss >

Physics loss + Data loss 방법은 [그림 8b]처럼 데이터와 물리식을 모두 손실 함수로 

사용하여 물리 기반 인공신경망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로만 학습하던 인공지능 모델이 

물리적 현상을 위배하지 않도록 제약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E Karniadakis 연구팀은 데이터와 물리식을 모두 손실 함수로 사용하여 유체의 물성치 역설계 

문제(Inverse Problem) 문제를 해결하였다.15

13 논문
George Em Karniadakis.   
(2021). Physics-informed 
machine learning. Nature 
Reviews Physics. 3: 422-
440.

14 논문
Luning Sun. (2020). 
Surrogate modeling 
for fluid flows based on 
physics-constrained 
deep learning without 
simulation data, Comput
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
ing. 361: 112732.

15 논문
Maziar Raissi. (2019). 
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s: A deep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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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논문
Seungmin Shin. (2022). 
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of Unsteady 
Laminar Flow around a 
Circular Cylinder, KSME22
CA-Th02A05.

본 연구팀에서도 데이터가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모델을 적절히 학습시킬 수 있는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성을 바탕으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어떤 데이터도 

사용하지 않고 공간 좌표(x, y)만을 입력으로 받아 유체역학 물리 지식(지배방정식, 경계조건, 

초기조건)을 손실함수로 하는 물리 기반 인공지능을 설계하여 유동을 시뮬레이션하였다.

Fully-connected Network

Physics-informed Network

Physics loss: Lphysics = LG+LBC + 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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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ing equation

inlet: u= uin,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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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undary conditions

Lbc=MSE ( û BC,u BC)

all points of domain
u =uin,v=0,p=0

3. Initial conditons

LIC=MSE ( û IC,u IC )

[그림 9] 유동 시뮬레이션 물리 기반 인공지능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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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동 방정식을 손실함수로 하는 물리 기반 인공지능을 설계하여 소리 파동의 전파와 

산란 특성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철강 제조 

시스템에서 물리 기반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도메인 지식을 

직접적으로 내재한 물리 기반 인공지능이 보다 강건하고 신뢰성 있는 모델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더 많은 공학 문제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10] 소리 파동의 전파 및 산란 특성 예측 물리 기반 인공지능17

17 논문
Soo Young Lee. (2022). A 
Physics-informed and 
data-driven deep learni
ng approach for wave 
propagation and its scatt
ering characteristics, Engi
neering with Computers,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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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View.html?idx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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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지금까지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여러 연구 트렌드나 본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도메인 지식은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서 단순히 참고할 수준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단순히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 

실제 여러 산업 내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21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 18에서는 인공지능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토의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 참여한 여러 교수와 

기업 경영자는 공통적으로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도메인 전문가의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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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발전소 내부 현장 이미지

실제 데이터의 품질 차이

우선 데이터 품질 자체에 대한 고찰이다. 학문적인 연구와 산업에 적용되는 연구는 데이터 품질 

자체에서부터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형식인 이미지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얻는 이미지의 경우 크기나 해상도, 조도 및 이미지 내 객체의 시인성 등 

인공지능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기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산업 내에서 얻게 되는 

데이터의 경우 인공지능 모델이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특수성에 맞는 전처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적용하고자 하는 발전소 내 CCTV 영상의 이미지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인공지능 영역에서 기대하는 수준과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기에 그들의 협업으로 

이 간극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실의 경우, 발전소 내 작업자의 위험 여부를 인공지능 모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 현장 내 CCTV를 

통해 작업자의 스켈레톤 데이터(Skeleton Data)를 추출하는 자세 추정(Pose Estimation) 

부분과 이를 이용해 그 작업자의 위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동을 파악하는 행동인식

(Action Recognition)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던 

방법으로는 발전소와 같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며 얻은 통찰을 크게 실제 데이터 자체에 대한 

고려, 그리고 오판단 가격에 대한 고려로 나누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그림 12a/b]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한계점

실제로 스켈레톤 데이터의 추출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OpenPose 방법을 저품질의 산업 현장 

데이터에 적용하였을 때 [그림 12a]의 오탐지(False Detection)나  [그림 12b]과 같이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발전소라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 현장이라는 특성상 객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여러 구조물의 영향 및 

객체의 크기와 해상도의 품질 저하로 인해 스켈레톤 데이터의 추출이 잘 안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물 인식(Object Detection)과 이미지 고해상화(Super Resolution)와 같은 몇 가지 

알고리즘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그림 13] 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전처리 방법

이렇게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비단 이미지 데이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신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기기 특유의 노이즈(Noise)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가 적용되는 산업의 특수성(혹은 도메인 지식)을 고려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현실 속 문제와 대면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품질 처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a) (b)

실제 발전소 내부 현장 CCTV 이미지는 [그림 11]처럼 조도와 해상도가 매우 낮은 환경에서 

측정된다. 조도와 해상도 등 인공지능 모델이 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의 질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성능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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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생성, 판단 모델에 대한 구분

오판단에 대한 비용

다음으로 모델의 성능 평가 측면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모델의 성능 평가할 때 전체 입력 데이터 중에서 제대로 라벨을 예측한 수를 의미하는 

정확도(Accuracy)만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 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본 모델의 경우 단순히 

정확도보다는 실제 위험 행동을 위험 행동이라고 예측하는 True Positive (TP)를 높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재현율(Recall), 혹은 Sensitivity라고 하며 수식으로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인 분류 모델과 다르게 산업 현장에서 위험 행동을 잘못 예측하는 것은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실수이기에 오판단에 대한 비용을 크게 고려해야 한다.

19 논문
Jongmok Lee. (2022). 
Deep learning-based 
human safety manage
ment. APMS.

Deep Learning Model

Learn p(x|y) and p(y)

Data X 
Label Y

Generative

Learn p(y|x) indirectly
p(y|x) ) ∝ p(x|y)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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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p(y|x)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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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본 연구실은 기존의 행동 인식 모델에 더하여 이상 분포 

탐지(Out-of-distribution Detection) 방법을 이용한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을 

추가로 사용하여 위험 행동 여부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생성 모델이란 

여러 클래스(Class)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Classifier)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습 시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의 클래스별로 분포를 학습하여 다른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상 분포 데이터(Out-of-distribution Data)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위험 행동에 대한 분포를 확실하게 학습한 생성 모델이

CCTV를 통해 일상적인 작업자들의 행동에는 특별한 신호를 주지 않다가, 위험 행동이 감지되는 

경우에만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목표로 하는 위험 행동 

데이터만을 학습하여 위험 행동에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단순히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보다 더욱 높은 민감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

[그림 15] 생성 모델을 추가한 전체 구조19

이처럼 오판단의 비용이 매우 높은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단순히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겟 행동의 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민감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었다. 작업자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던 본 연구 이외에도 

실제 생산 공정의 불량률이나 효율적인 재고 관리 등 각 공정의 특징에 맞게 어떠한 항목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지는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산업 조건에 대한 이해 없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면 실제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사장되는 기술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기 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의 도메인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표 2] 판별 모델과 생성 모델의 민감도 비교

Directed Graph 
Neural Network

GTC Block1 GTC Block2 Concatenate Output Feature

Mahalanobis 
Distance

마치며

지금까지 도메인 지식을 인공지능에 적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인공지능의 실제 적용 사례를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보았다.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도메인 지식을 귀납적 편향으로 활용하는 

모델 설계, 그리고 물리적 정합성을 보장하는 손실 함수 결정 등 사전에 알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인공지능 모델에 적절히 가미하였을 때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너무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과 도메인 지식을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다면 

여러 분야에서 눈여겨볼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본문에서 소개한 연구를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 있으며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을 것이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느끼고 함께 

추세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TP+FP
TP

데이터

Sensitivity

모델명 판별 모델 생성 모델

위험 행동 
+ 일반 행동 위험 행동

0.9321 0.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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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인공지능의 확장가능성에 매료되어 

현재는 대학에서 산업 인공지능을 연구,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기반 방법론에 대한 한계를 물리지식기반 인공지능으로 

보완하기 위한 연구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글 작성에 도움을 준 

포항공과대학교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의 정일주, 이종목, 이지훈, 신승민 

대학원생에게 감사합니다. 

도메인 지식 기반의 AI 구현 방법

데이터 엔지니어링
 1   데이터 표현 처리: 모델이 취급하려는 데이터 
    종류와 출력하는 결과물 종류에 직접적으로 연관됨

 2   데이터 전처리: Raw 데이터를 실제 도메인 지식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 필요

 3   데이터 증강: 데이터의 양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사용

인공지능 모델 설계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 AI 모델을 
선정하고, 고안하는데 유용함

물리 기반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에 물리적 지식을 직접적으로 
내재화하는 대표적인 방법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시 고려할 부분

실제 데이터의 품질 차이
사물인식, 이미지 고해상화 등의
알고리즘을 추가 적용해야할 때 사용

오판단에 대한 비용
AI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의 특징 파악과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 설정을 필수적

Summary

도메인 지식 기반의 AI 기술과 산업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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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기술은 쉽게 말해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주어진 질문을 분석하고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어?' 

라고 질문을 하면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방대한 

문서 검색을 통해 적절한 답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365일 24시간 고객에게 쉽고 빠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Assistant팀 또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똑똑한 AI 어시스턴트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대화를 물 흐르듯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대화 처리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을 찾아주는 기계 독해
(MRC,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기술도 필수이다.

AI 고객센터인 카카오 i 커넥트센터01를 통해 

상담원을 도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Assistant팀이 구축한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핵심 

모듈인 검색 모듈과 기계 독해 모듈 각각의 개발 

과정,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9594

TEC
H

. D
EEP D

IV
E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 소개

[그림 1]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 예시

사용자가 던지는 임의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을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Open-domain Question Answering System)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어?'와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시스템은 이 질문의 의도를 해석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탐색하여 '더글라스 엥겔바트가 만들었어요.'라고 

대답해주는 것이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을 잘 나타내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오픈도메인 

질의응답은 클로즈드 도메인 질의응답(Closed-Domain Question Answering)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클로즈드 도메인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수행하는 주제가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오픈도메인에서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큰 차이가 있다. 질문과 답변의 

범위가 한정된 클로즈드 도메인은 이용자의 질문을 예상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탐색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작다. 예상되는 답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미리 시스템 내에 입력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시스템 구축 난이도도 낮다. 반대로 오픈도메인은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답변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 내에 모두 저장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에 질의응답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대신 외부 지식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에서는 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능력과 그 지식 

내에서 질문에 적합한 정답을 추출하는 능력,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요즘 유행하는 GPT-3(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3)와 같은 초거대 

모델의 경우, 모델 내부에 대규모 지식을 포함하고 있어 하나의 모델로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모델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세상의 모든 외부 지식을 

모델 안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모델 내부에 지식이 녹아있는 경우에도 내부에 

담긴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초거대 모델 

하나로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각각의 능력을 별도의 분리된 모듈에서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다수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들에서는 외부 지식을 

탐색하기 위해 ‘정보 검색’을 활용하며, 탐색된 외부 지식으로부터 적절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기계 독해’를 사용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도 외부 지식을 탐색하는 ‘검색 모듈’과 언어를 

이해해 답변을 찾아내는 ‘기계 독해 모듈’로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성했다.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어?

더글라스 엥겔바트가 
만들었어요.

[그림 2] 검색 모듈 예시

검색 모듈 개발과 MS MARCO 챌린지 1위 달성

검색 모듈은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정답이 있을 법한 적합 문서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색 모듈에서 정답이 있을 법한 문서를 제대로 탐색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기계 독해 모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올바른 정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검색 모듈은 시스템 전반의 정확도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검색 모듈의 경우, 질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개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지식에 접근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검색 엔진에서는 문서와 질의의 유사도를 판별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의 일치도를 

사용했으나 키워드 검색을 질의응답 시스템에 사용하기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질의응답 시스템에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들을 살펴보자.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어?

마우스를 사용해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킨다는 
아이디어는 1960년대 초반 미국인 발명가 더글러스 
엥겔바트에서 나왔으며, …

문서1

컴퓨터 마우스를 발명한 더글러스 엥겔바트(88.사진)가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문서2

더글러스 엥겔바트가 1968년 대중에게 처음으로 
마우스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

문서N

검색 모듈

01 참고
kakaoenterprise.com/
service/kakaoiconnect
center

키워드 검색의 한계

오늘날 검색 엔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BM25이다. BM25는 질의와 

문서 간 유사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데, 여기서 키워드 일치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BM25 기반의 검색을 흔히 키워드 검색(Keyword Search)이라고도 일컫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키워드 검색은 문서와 질의에 대해 형태소 분석 등의 간단한 전처리만 적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최적화되어 상대적으로 가볍고 속도 역시 빠르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구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단순한 만큼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대표적으로 키워드가 불일치하는 경우 검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마우스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검색 엔진에 '마우스 만든 사람'라는 질의를 날릴 수 있다. 혹은 ‘마우스 발명가’, ‘마우스 제작자’ 

등의 질의를 선택할 수도 있다. 키워드 기반의 검색 엔진이라면 '마우스 만든 사람'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만든 사람’이 들어간 문서만을 찾지, ‘발명가'나 ‘제작자’가 들어간 문서를 찾아주지는 

않는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이 좋다면 '마우스 만든 사람'이라는 질의를 통해 바로 

마우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된 문서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질의를 바꿔가며 재검색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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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회피하기 위해 검색 엔진에서는 질의 확장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질의 확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를 보고, 해당 질의와 유사한 키워드들을 추가하여 검색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가리킨다. 위의 예시를 다시 생각해보면, '마우스 만든 사람'라는 질의가 들어오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마우스 발명가’, ‘마우스 제작자’ 등으로 확장된 질의를 생성하고, 

이들의 검색 결과를 합쳐서 함께 보여주는 식이다. 질의 확장을 사용하면 '마우스 만든 사람'라는 

질의만 던졌음에도 ‘마우스 발명가’, ‘마우스 제작자’ 등에 대한 결과를 함께 얻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적합 문서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질의 확장을 위한 동의어 사전 구축에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든 사람’을 ‘발명가’, ‘제작자’로 대체해도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시스템이 스스로 알 길이 없으므로, 사람이 일일이 사전을 구축하여 대체가 가능한 키워드 

목록을 시스템에 제공해야 한다. 종종 질의 확장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는 또 다른 약점으로 

꼽힌다. ‘마우스 만든 사람’에서는 ‘만든 사람’을 ‘발명가’로 바꾸어도 의미가 동일하겠지만, 

‘애국가 만든 사람’에서는 ‘만든 사람’을 ‘발명가’로 바꾸면 엉뚱한 질의가 된다. 이렇듯 질의는 

자연어의 일종으로서 문맥에 크게 의존하는 특징 때문에 의미를 유지하면서 키워드를 교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키워드 검색의 한계는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더 크게 부각된다. 질의응답 시스템이 

입력으로 받는 질문(Question)은 검색 엔진이 입력으로 받는 질의(Query)와 사뭇 다르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상황을 예로 들겠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와 같이 편하게 자연어로 구성된 질문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한다면 ‘인구수 1위 나라’와 같이 정제된 질의를 사용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질문과 그에 적합한 질의 간에는 키워드가 불일치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질문에서 키워드를 추출한다고 하여 적합한 검색 질의를 생성할 수 없고, 이는 

키워드 검색을 사용한 질의응답 시스템의 큰 한계로 작용한다.

DPR 모델

DPR은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에 벡터 검색을 도입하여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크게 

향상하는 데 성공했다. DPR은 질의와 문서를 각각 질의 모델과 문서 모델을 사용하여 벡터로 

인코딩한다. 그리고 이 두 벡터 간의 내적을 계산하여 둘 사이의 유사도로 삼는다. 이때 질의 

모델과 문서 모델로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BERT 03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즉, BERT가 

이미 사람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질의 모델 및 문서 모델도 언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적은 훈련 데이터만 이용해도 질의와 문서를 벡터 공간에 적절하게 

대응시킬 수 있다.

[그림 3] In Batch Negative Sampling의 학습 방법

DPR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은 비교적 직관적이다. 질의와 적합 문서 쌍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높아지도록, 질의와 부적합 문서 쌍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낮아지도록 학습시키면 된다. 

이를 위해서 질의 별로 적합 문서와 부적합 문서가 구분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체로 

실제 구축된 질의응답 데이터셋들 질의에 대한 적합 문서만 명시하고 있어 이 데이터셋만으로는 

부적합 문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DPR에서는 적합 문서가 아닌 모든 문서를 부적합 

문서로 간주하고 IBSN(In Batch Negative Sampling)이라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IBNS에서는 모델에 입력되는 배치 데이터 중 질의와 짝을 이룬 적합 문서 외의 문서들을 부적합 

문서로 처리한다. 짝을 이룬 문서와의 유사도는 높아지도록, 그렇지 않은 문서와의 유사도는 

낮아지도록 학습을 실시한다. 이 방법은 명시적인 부적합 문서 없이도 DPR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게 하지만, 부적합 문서로 전체 문서 중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적합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데이터를 제공해야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임의로 선택된 부적합 문서는 대체로 질의와 동떨어진 의미의 문서일 확률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적합 문서와 부적합 문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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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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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검색

그래서 키워드 일치 여부를 넘어, 실제 의미를 따질 수 있는 검색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벡터 검색(Vector Search)으로, 실제 의미를 반영하는 검색이라는 뜻에서 

시맨틱 검색(Semantic Search)이라고도 불린다. 벡터 검색에서는 질의와 문서를 모두 

일정한 벡터 공간에 대응시킨다. 질의와 문서들이 벡터 공간 상의 점으로 표현되므로, 질의가 

어떤 문서와 가까운지, 얼마나 가까운지를 간단한 거리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키워드가 

일치한다/일치하지 않는다’와 같이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는 키워드 검색과 달리 벡터 검색은 

질의와 문서의 의미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 연속적인 수치로 계산이 가능하고, 또 이때의 의미는 

키워드가 아닌 전체 문장이 가지는 실제 의미에 기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검색이 

가능하다.

          벡터 검색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실제 의미를 반영하며 질의와 문서를 벡터 공간에 

적절히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전까지 각자 부분적인 

성공만 있었을 뿐 전체 판도를 뒤엎는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2020년 제안된 DPR(Dense 

Passage Retrieval)02은 이런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DPR은 2018년 등장하여 자연어 

과제에서 큰 성과를 올리던 BERT 모델을 검색에 적용하여 범용성과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따라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역시 질의응답 시스템의 검색 모듈로 DPR을 

개량하여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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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Batch Scheduling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팀에서는 ABS(Adaptive Batch Scheduling)이라는 알고리즘을 

고안했다.04 ABS는 DPR 모델을 학습할 때 부적합 문서를 정교하게 선택하여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훈련하더라도 모델이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사실 이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부적합 문서를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보기에 적합 문서와 

유사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적합 문서와 유사한 문서를 찾아 부적합 

문서로 선택하여 훈련에 투입함으로써 비슷한 문서들 사이에서 적합 여부를 구분해내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헷갈리는 경우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되므로, 모델이 질의와 

적합한 문서를 더욱 잘 찾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ABS를 사용한 전체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epoch에는 IBNS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한다.

2. 최초 epoch가 끝난 이후에는 모델이 질의와 문서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제 각 질의에 대해 모델이 판단하기에 유사한 문서

    (단 실제 적합 문서는 제외)들을 선정한다.

3. 2번에서 선정된 질의 별 적합 문서, 부적합 문서를 이용해 다음 epoch 학습을 진행한다.

4. 2번으로 돌아가 반복한다.

여기서 2번이 ABS의 핵심 과정으로, epoch가 끝날 때마다 모델이 판단하기에 유사한 문서들을 

골라 부적합 문서로 선정한다. epoch가 반복될수록 모델의 유사도 판단 성능이 올라갈 텐데, 

ABS를 사용하면 자연히 부적합 문서로 선정되는 문서들 역시 적합 문서와 더욱 유사해지므로 

다음 단계에서 모델이 풀어야 할 훈련 데이터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즉, 모델이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면서 실력이 향상되면 차차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를 주어 단계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므로 IBNS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게 가능해진다.

04 논문
Choi, D., Shin, M., Kim,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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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S MARCO Passage Ranking 리더보드 결과

실제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CoCondenser라는 사전학습 언어 모델에 ABS를 

적용한 결과를 MS MARCO Passage Ranking 리더보드05에 제출했다. MS MARCO는 

Microsoft에서 주관하는 벡터 검색 리더보드로 크게 Document Ranking과 Passage 

Ranking으로 이뤄져 있다. Document Ranking은 질문에 적합한 문서를 얼마나 잘 찾는지 

평가하고, Passage Ranking은 질문에 적합한 문단을 얼마나 잘 찾는지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Passage Ranking이 조금 더 세밀한 단위의 검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누구나 

MS MARCO에 검색 모델을 제출해 자신의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검색을 수행하는지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순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대학 및 연구실뿐만 아니라, 

구글, 삼성, 화웨이 등 AI를 연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1위를 탈환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제출한 모델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리더보드 1위를 달성하여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검색 모듈의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그림 5] DPR로 400여개의 질문을 인코딩한 결과를 2차원 시각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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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DPR 검색

ABS를 통해 개선된 DPR 모델에도 한계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습 때에는 접하지 못했던 

고유명사 등을 변별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벡터 검색의 특징에서 유래한다. 

벡터 검색에서는 모든 질의나 문서를 한정된 크기의 벡터 공간에 압축해서 표현해야 하므로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종종 같은 공간에 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민철이라는 이름에 성만 바꿔가면서 생성한 질문들을 

비롯한 임의의 질문 400여 개를 별도로 구축한 DPR 모델로 인코딩해봤다.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여 2차원 공간에 표시한 결과 김 · 이 · 박 · 최 · 정민철에 대한 질문이 모두 가까운 공간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민철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김민철에 대한 

문서를 찾아오는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민철과 김민철은 분명 다른 사람을 지칭하겠지만, 

모델은 이에 대해 미리 학습한 바가 없어서 둘을 유사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델 훈련 시 김 · 이 · 박 · 최 · 정민철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적합 문서를 투입하면 

이 문제는 경감될 수 있지만,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목표하는 시스템이 오픈도메인이라는 특성상 

질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에 모든 고유 명사구를 훈련 때 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키워드 검색과 DPR 검색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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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0하이브리드 방식의 검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질의에서 고유 명사구를 추출해 필수 키워드로 

설정하고 필수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서들만 1차적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문서들 

내에서 DPR 검색을 수행하여 가장 적합한 문서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이를 통해 고유 

명사구를 헷갈려서 엉뚱한 문서를 가져오는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DPR 검색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개발된 검색 모듈을 대표적인 한국어 질의응답 데이터셋인 KLUE 06 MRC 

Dev 셋 데이터를 이용해 평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KLUE MRC Dev셋 Passage Retrieval 정확도

키워드 검색만 사용할 경우 Top 1의 정확도는 약 56.81%에 그쳤으나, DPR을 사용한 경우 

67.29%, 키워드 검색과 DPR을 함께 사용한 경우 78.87%까지 개선됐다. 특히 Top 10 중 

적합 문서가 뽑히는 경우는 키워드+DPR에서 92.88%로, 이는 다시 말해 상위 10개의 문서만 

가져와도 열에 아홉 이상은 정확한 문서임을 의미한다. 검색 모듈은 시스템 전반의 정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모듈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Top 10 정확도가 90%를 넘었다는 것은 실제 

질의응답 시스템이 서비스에 적용되기 충분한 품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ABS이라는 알고리즘으로 DPR 모델의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벡터 검색의 한계를 키워드와 DPR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회피하여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품질의 검색 모듈을 구축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림 6] 기계 독해 모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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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독해 모듈 개발과 
KorQuAD 2.0 벤치마크 1위 달성

Keywor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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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 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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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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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

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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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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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어?

기계 독해 
모듈

문서1 내의 정답
더글러스 엥겔바트

문서2 내의 정답
더글러스 엥겔바트

문서N 내의 정답
엥겔바트

마우스를 사용해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킨다는 
아이디어는 1960년대 초반 미국인 발명가 
더글러스 엥겔바트에서 나왔으며, …

문서1

컴퓨터 마우스를 발명한 더글러스 
엥겔바트(88.사진)가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문서2

더글러스 엥겔바트가 1968년 대중에게 
처음으로 마우스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

문서N

기계 독해 모듈은 검색 모듈에서 추출된 정답이 있을법한 문서에서 실제 정답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문서 한 개에 정답 하나를 추출하므로 검색 모듈에서 여러 개의 문서를 

건네준 경우 추출되는 정답 역시 여러 개가 된다. 이용자에게 추출된 모든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문서의 신뢰도, 최신성, 적합성 등을 고려해 최종 정답을 선택한다.

          기계 독해 모듈은 정답을 생성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추출형(Extractive)과 생성형

 (Generative)으로 나눌 수 있다. 추출형은 정답을 문서 내에서 찾아 그 시작 지점과 끝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생성형은 문서 내에서 텍스트를 선택하는 대신, 직접 정답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서 내에 주어진 정답을 선택하는 게 정답을 직접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므로 추출형 모델이 널리 쓰이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역시 서비스를 

목적으로 추출형 모델을 개발하였고, 장기적인 과제로 생성형 모델을 연구 중에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추출형 모델의 고도화를 위해 수행한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그림 7]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 작동 예시

오늘날 추출형 기계 독해를 수행하는 데에 널리 쓰이는 접근법은 BERT와 같은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다. 질문(Question)과 문서(Paragraph)를 언어 모델의 입력으로 

넣고 정답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선택하는 predicator를 덧붙여 문서 내에서 정답을 찾는다. 

언어 모델이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제공하므로 학습에 쓰이는 질의응답 데이터셋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높은 정확도로 정답을 맞힐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 모델의 언어 이해도가 

기계 독해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언어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한국어 기계 독해에 알맞은 

언어모델을 찾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실험을 수행했다.

C T1 T(sep) T1
3Tn… Tm

3……

T(CLS) E1 E(sep) E1
3En… Em

3……

BERT

(CLS) Tok
1 (SEP)… ……Tok

N
T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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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Question Paragraph

Start/End Span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을 이용한 기계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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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BERT 모델 작동 예시

[그림 9] ELECTRA 모델 작동 예시

제일 먼저 시도해 본 것은 자연어 처리 과제에서 최근 사실상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는 사전학습 

언어 모델인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07였다. 

BERT의 경우 원본 입력에 임의로 손상을 가한 뒤 모델이 이를 복원하도록 훈련한다. 

손상된 입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고려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된 모델을 기계 독해에 사용해도 높은 성능을 보인다.

< ELECTRA 모델 >

또 다른 후보로 ELECTRA08라는 사전학습 언어 모델도 고려했다. ELECTRA는 BERT와 동일한 

구조이지만, 사전학습 방법을 변경하여 효율을 개선한 모델이다. BERT에서는 손상된 토큰만을 

복원하기 때문에 전체 입력 중 일부만 학습에 사용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ELECTRA는 손상된 

토큰을 Generator 모델로 복원하고, 이렇게 복원된 토큰들 전체에 대해 각각이 원본인지 

교체인지를 판별하도록 Discriminator 모델을 훈련한다. 따라서 모든 입력이 학습에 사용되므로 

BERT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07 논문
Devlin, J., Chang, M. W., 
Lee, K., & Toutanova, K. 
(2018).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10.04805.

08 논문
Clark, K., Luong, M. T., 
Le, Q. V., & Manning, C. 
D. (2020). Electra: Pre-
training text encoders as 
discriminators rather than 
generators. arXiv preprint 
arXiv:2003.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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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한국어 BERT 모델09과 ELECTRA 모델10을 기계 독해에 대해 미세 조정한 결과는 

[표 2]에 나와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LECTRA 모델이 BERT 대비 높은 성능을 보였으나 

종합 정확도가 65.73에 그쳐 서비스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전학습 

언어 모델 SPLINTER를 시도해보았다.

09 참고
github.com/SKTBrain/
KoBERT

10 참고
github.com/monologg/
KoELECTRA

11 논문
Ram, O., Kirstain, Y., 
Berant, J., Globerson, A., 
& Levy, O. (2021). Few-
shot question answering 
by pretraining span 
selection. arXiv preprint 
arXiv:2101.00438.

[그림 10] SPLINTER의 Recurring Span Selection 예시

[표 2] 기계 독해 모델들의 KLUE MRC Dev셋 질문 유형별 정확도

KoBERT

SPLINTER v5

KoELECTRA

SPLINTER v6 

SPLINTER v1

SPLINTER v6 + Distillation

다중 문장 추론

60.85

71.48

64.16

74.03

69.63

76.13

패러프레이징

61.99

70.04

65.29

73.78

68.73

75.58

답변 불가

64.36

72.66

67.65

71.09

74.25

71.47

종합

62.43

71.23

65.73

73.00

70.70

74.44

정치권 시민사회 찬반대립.. 대선이슈 관측

정부가 원전확대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찬반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25일 

오후 방영되는 보도전문채널 '뉴스Y 프로그램 초대석 Y'에서 정부의 [Q]는 바뀐 것이 없다며 원전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낙점되면서 지역 여론이 갈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찬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개된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최근 참고자료를 통해 이런 정책 

방향을 거듭 확인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지만 안정적 전력수급,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할 때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논거에서다. 물론 한층 더 강화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면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원전정책 기조가 유지될 필요성은 이미 지난 3월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지경부 차원에서 일찌감치 확인됐다.

예를 들어 [그림 10]과 같은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반복되는 단어구를 모두 찾으면 '정치권', 

'시민사회', '원전정책 기조' 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구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Q]와 같이 마스킹 토큰으로 대체한다. [그림 10]에서는 '원전정책 기조' 하나가 [Q]로 

대체됐다. 모델이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은 [Q]로부터 원본 단어구가 위치하는 곳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마치 질문으로부터 적절한 답변의 위치를 찾아내는 추출형 질의응답의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 즉 '... 정부의 [Q]는 바뀐 것이 없다며 … '가 마치 질문처럼 쓰이고, 

'.. 이처럼 원전정책 기조가 유지될 필요성 …'에서 '원전정책 기조'는 답변처럼 쓰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RSS를 사용하면 실제 질의응답 데이터가 없더라도 모델이 임의의 텍스트에 대해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것처럼 훈련된다. 이 덕분에 BERT나 ELECTRA와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RSS를 사용한 SPLINTER가 실제 질의응답 과제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학습된 기계 독해에 특화된 사전학습 언어 모델, SPLINTER

SPLINTER11는 Recurring Span Selection(RSS)이라는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된 기계 독해에 

특화된 사전학습 언어 모델이다. 이 모델은 반복되는 단어구를 질문과 답변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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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04한국어 SPLINTER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적합한 RSS 구현이 필수적이다. 

영어의 경우 단어의 굴절이 아주 적은 편이기 때문에 Ram, O의 논문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단순히 반복되는 단어구를 찾는 것만으로 쉽게 RSS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체언에 조사가 붙고, 용언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데다가 띄어쓰기 역시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어에 적합한 RSS 구현을 위해 총 6차에 걸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버전부터 KoELECTRA의 결과를 뛰어넘었고,

최종 결과인 여섯 번째 버전에 Knowledge Distillation까지 적용한 경우 KoELECTRA 

대비 9점 이상으로 정확도가 상승했다.

12 논문
Zaheer, M., Guruganesh, 
G., Dubey, K. A., Ainslie, 
J., Alberti, C., Ontanon, 
S., ... & Ahmed, A. (2020). 
Big bird: Transformers 
for longer sequence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3, 17283-17297.

[표 3] 자연어추론 데이터셋과 자동으로 생성된 판정의문문 데이터셋 예시

10층에 건물사람들만 이용하는
수영장과 썬베드들이 있고요.

10층에 건물사람들만 이용하는
수영장과 썬베드들이 있고요.

흡연자분들은 발코니가 있는 방이면 
발코니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가설/질문전제 관계/답변

건물사람들은 수영장과 썬베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에서도 흡연은 금지됩니까?

함의

아니요

건물사람들은 수영장과 썬베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수영장과 썬베드는 유료입니다.

예

중립

어떤 방에서도 흡연은 금지됩니다.

수영장과 썬베드는 유료입니까?

모순

알 수 없음

이때 주목한 것이 자연어추론(Natural Language Inference, NLI) 데이터셋이었다. 

자연어추론은 전제 문장과 가설 문장을 주고 이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과제다. 

전제를 통해 가설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함의’, 전제를 통해 가설이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모순’, 전제를 통해 가설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으면 ‘중립’이라는 관계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가설을 질문형으로 바꾸면 자연어추론 데이터는 훌륭한 판정의문문 데이터가 된다. 

이때 ‘함의’는 ‘예’, ‘모순’은 ‘아니요’, ‘중립’은 ‘알 수 없음’이라는 답변으로 변환된다. 

가설을 자동으로 질문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판정의문문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개된 자연어추론 데이터셋인 KLUE NLI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한국어 판정의문문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4] 모델별 기계 독해 및 예/아니요 판별 정확도13

최종적으로 SPLINTER 모델에 예/아니요 판정을 추가하여 훈련한 SPLINTER YNS 모델을 

구축했다. [표 4]에서 SPLINTER YNS 모델의 최종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패러프레이징과 

다중 문장 추론은 설명의문문에 대한 평가 척도이며, Yes F1, No F1은 각각 예 질문, 아니요 

질문에 대한 F1 점수다. 답변 불가의 경우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 양쪽 모두에 속하며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명확하게 판별한 경우의 정확도를 평가했다. 추가로 Support F1에는 

예/아니요 질문에 대한 근거 문장을 선택하는 정확도를 평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 SPLINTER YNS 모델은 약 11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Base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약 34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KLUE-RoBERTa-large와 대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KLUE-RoBERTa 모델의 경우 추출형 질의응답과 

자연어추론을 각각 별개의 모델로 처리하는 반면에 SPLINTER YNS 모델은 하나의 모델로 

이 두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SPLINTER YNS 모델을 채용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계 독해 모듈은 더 빠르면서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됐다.

13 설명
KLUE-RoBERTa-large 
모델의 정확도는 KLUE 
벤치마크 사이트 (klue 
benchmark.com/)
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 수치는 
Test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반면 SPLINTER 
YNS 모델의 정확도는 Dev 
데이터셋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두 결과 간에 1~2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SPLINTER YNS-base

KLUE-RoBERTa-base

KLUE-RoBERTa- large

다중 문장 No F1패러프레이징 Yes F1답변 불가 Support F1

76.7376.18 71.30 88.87 85.50 73.20

84.8368.67

89.1775.58

판정의문문 처리를 위한 확장

우리가 사용하는 질문은 요구하는 답변 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이 아닌 긍정/부정의 

확인만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이다. 일반적인 추출형 질의응답 시스템에서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골라내는 것만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예/아니요로 답변해야 하는 판정의문문을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판정의문문을 설명의문문만큼이나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판정의문문을 처리할 수 없는 질의응답 시스템은 사실상 절반가량의 질문에 대응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완전한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해서 

설명의문문뿐만 아니라 판정의문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Google에서 BigBird 모델을 이용해 Natural Questions의 

yes/no 질문을 처리한 아이디어 12를 응용하여 한국어 SPLINTER 모델에 판정의문문을 

처리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판정의문문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모델 구조를 개발하여도 이를 학습할 훈련 데이터가 없으면 모델 구축이 불가능하므로 

훈련 데이터를 확보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인력을 투입하여 예/아니요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므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훈련 데이터를 합성해내는 방법을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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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6LittleBird 모델은 Transformer 레이어의 Self-Attention 구조를 Pack & Unpack 

Attention과 Sliding Window Attention의 조합으로 대체하여 정확도는 유지하며 연산량은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덕분에 입력 길이가 증가하더라도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므로 효율적으로 긴 문서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림 11] LittleBird 모델의 레이어 구조 및 최적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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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입력 길이에 따른 LittleBird 모델의 KorQuAD2.0 Dev셋 정확도

[표 6] KorQuAD2.0 리더보드 요약

LittleBird 입력 길이

512

1K

EM

68.11

72.82

75.50

76.01

75.94

2K

4K

8K

F1

80.38

83.09

84.78

85.20

85.54

실제로 LittleBird 모델이 질의응답 시스템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긴 문서에 대한 기계독해 

실험을 진행해보았다. 평가 데이터로는 긴 문서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KorQuAD2.018을 

사용했다. 먼저 입력 길이에 따라 기계 독해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5]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모델이 더 긴 입력을 처리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력 길이가 길수록 주변 맥락을 많이 확보하여 모델이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문서 전반에 넓게 퍼진 정답에 대한 힌트를 모델이 포착할 수 있다.

F1 scoreExact Match
(EM)Rank Reg. Date LittleBird 입력 길이

90.2278.701 2022.03.08 LittleBird-Large 카카오엔터프라이즈

89.8277.862 2020.09.21 SDS-NET v1.3 

89.6277.88

88.8177.44

88.78

88.57

76.73

76.66

3 2020.08.28 Ko-LongBERT 

4 2020.08.28 SkERT-Large 1.1 

5 2020.07.01

6 2022.02.09

SDS-NET v1.2 

LittleBird-Large 카카오엔터프라이즈

1-example 
Latency
(Time, ms)

6157 ms

10434 ms

10047 ms

10047 ms

7851 ms

2286 ms

긴 문서를 위한 LittleBird 모델 개발

지금까지 연구한 추출형 기계 독해 모델의 경우 대체로 길이가 짧은 문서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는 사전학습 언어 모델의 기본 골격으로 사용되는 Transformer가 긴 길이의 입력에는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질의응답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긴 문서에 

대해서는 적당한 길이의 조각(Chunk)으로 분할하여 이 조각들을 대상으로 검색이나 기계 독해를 

수행했다. 그러나 종종 어떤 질문들은 그 질문의 근거가 문서의 앞뒤에 넓게 퍼져있어 문서의 

한 조각만을 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긴 문서 전체를 다 보아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인 셈인데, 기존의 시스템은 이런 질문을 처리할 수 없다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소개하겠다.

          Transformer 구조는 입력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 연산량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길이가 10배가 되면 연산량은 100배가 되는 식이기 때문에 긴 입력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igBird,14 LUNA,15 ALiBi16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다양한 연구의 장점만을 모아 LittleBird 17라는 모델을 개발했다.

Q(X)

K(CP) K(X)

Add & Norm

Add & NormAdd & Norm

Feed Forward

Unpack & Sliding Attention

Pack Attention

K

K

K Q

Q

V

V

V

RX lXd

RX lXd

P' sXdR

P' sXdR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실제 KorQuAD2.0 리더보드에 제출한 결과 LittleBird-Large 모델은 

정확도 90.22(F1 스코어 기준)로 1위, LittleBird-Base 모델은 88.57(F1 스코어 기준)로 6위를 

차지했다. 이 모델은 특히 타 모델 대비 질문 1개당 평균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낮고, 정확도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6위를 달성한 LittleBird-Base 모델의 경우 5위에 

위치한 SDS-NET v1.2와 비슷한 정확도를 달성하면서도 속도는 3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통해 

LittleBird 모델이 긴 입력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기계 독해 모듈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특히 SPLINTER 모델이 기계 독해에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여 한국어 SPLINTER 모델을 

구축했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 유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판정의문문 처리 기능을 기존 모델에 

추가했으며,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자연어추론 데이터를 이용한 자동 데이터 생성 방법을 

고안했다. 마지막으로 긴 문서에 대한 처리를 개선하고자 개발한 LittleBird 모델은 높은 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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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QuAD2.0 벤치마크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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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8정확도를 보이며 KorQuAD 2.0 벤치마크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렇게 개량된 기계 독해 모듈은 

앞에서 설명한 검색 모듈과 통합되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한국어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에 사용됐다.

C++ 직접 구현PyTorch

XO학습 프레임워크와의 연동성

XO다양한 모델 구조 지원

OX빠른 추론 속도

ONNXRuntime

O

O

O

[표 7] 다양한 서빙 프레임워크의 특징 비교

탄탄하다. 게다가 C++로 구현된 추론 레이어를 자체적으로 지원하여서 추론 속도 역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모델을 ONNX로 export하여 ONNXRuntime에서 서빙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제일 보편적인 양자화 방법은 활성화 행렬과 가중치 행렬에 각각 하나의 Scale Parameter를 

사용하는 Per-Tensor 양자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체 행렬을 하나의 Parameter로 

표현하므로 계산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자화 과정에서 정확도를 크게 잃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림 12] Per-Tensor 양자화 방법 수식

효율적인 서빙을 위한 최적화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높은 정확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연산도 고려해야 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검색 모듈과 기계 독해 모듈을 개선하면서 효율성도 항상 함께 고민했는데, 

실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최적화를 수행해야 했다. 이 장에서는 저희가 연구한 질의응답 

시스템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수행했던 최적화에 대해 설명하겠다.

장비 및 프레임워크 선택

AI 모델을 서비스할 때는 GPU 장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AI 모델이 요구하는 

연산량이 많아 CPU로 처리 시 원하는 속도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GPU 장비는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데에 효과적일 뿐 형태가 제각각인 소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비효율적이다. 또한 전반적인 비용 역시 GPU 장비가 CPU 장비에 비해 

몇 배 이상 비싸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준비하는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은 그 특징상 

입력을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검색에서 얻어지는 문서들의 길이나 개수도 제각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GPU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적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 오히려 CPU 

장비에서 모델을 서비스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최신 CPU 장비의 경우 

딥러닝 모델을 위해 최적화된 명령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들을 잘 활용하면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서빙을 위한 장비를 선택한 이후에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야 한다. 최대한 인력의 투입을 

줄이면서도 최적화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조사했다.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딥러닝 학습에 널리 사용되는 PyTorch19다. PyTorch는 간단한

사용법과 탄탄한 라이브러리 지원을 앞세워 딥러닝 연구에서 사실상의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다. PyTorch는 별도의 코드 수정 없이 딥러닝 모델을 CPU에서 추론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PyTorch를 사용하면 AI 모델 연구에 사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CPU에서의 추론 속도가 꽤나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AI 모델을 바닥부터 C++ 코드로 직접 구현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코드 최적화를 통해 CPU에서의 추론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나, 모델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 모든 코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다른 

프레임워크로부터 학습된 모델을 가져오는 것 역시 수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최종적으로 ONNXRuntime20을 선택했다. ONNXRuntime의 경우 PyTorch와 같은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자체적으로 ONNX export를 지원하고, 또 다양한 모델에 대한 지원도 

이 수식 중 가중치 행렬(W)과 활성화 행렬(A)이 양자화 대상이 된다.

< Per-Tensor 양자화 방법 >

Y = A · W + B

효과적인 양자화 방법 고안

AI 모델을 CPU에서 효과적으로 추론하기 위해 최근 널리 쓰이는 방법이 양자화

 (Quantization)다. 일반적으로 AI 모델은 연산 시 32bit float 타입의 행렬을 사용하는데, 

이를 8bit int 타입의 행렬로 정밀도를 낮추면 메모리 사용량은       로 줄어들고, 

연산 속도는 약 2~4배 끌어올릴 수 있다.21 양자화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Transformer에서 

널리 사용되는 Linear Layer가 있다. Linear Layer는 다음과 같이 활성화 행렬(Activation)과 

가중치 행렬(Weight)의 곱에 상수항(Bias)을 더하는 방식으로 연산된다.

Bias

(   0.37 -0.15   )···

Weight

(

(···
···
···-1.91

0.05···

0.25

0.02

···

Activation

(

(···
···
···0.21

0.07···
-0.30

1.67

···

Per-Tensor Quantization

Bias

(   0.37 -0.15   )···

Activation

(

(···
···
···16

5···

-22

127

···

X0.0131

Weight

(

(···
···
···-128

3···

17

1

···

X0.0149

19 참고
pytorch.org

20 참고
onnxruntime.ai

21 설명
4배의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VX512-VNNI라는 
특수 명령어가 지원되는 CPU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으로 
최신 서버용 장비들은 
이 명령어를 대체로 지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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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대안으로 Per-Channel 양자화도 자주 사용된다. Per-Channel 양자화는 

Per-Tensor와는 다르게 가중치 행렬에서 열마다 다른 Scale Parameter를 사용한다. 

이 덕분에 더 세밀하게 가중치 행렬 표현이 가능해져 Per-Tensor보다 정확도 손실이 줄어든다. 

그러나 Transformer 모델 계열에서는 이 방법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Transformer 

모델의 경우 대체로 입력 길이가 수백 토큰 이상인데, 활성화 행렬 위치에 들어가는 입력 

행렬값의 범위가 토큰 종류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 점 때문에 활성화 행렬을 하나의 

Scale Parameter로 표현할 경우 정밀도 손실이 크다.

< Per-Token 양자화 방법 >

< Per-Channel 양자화 방법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활성화 행렬까지도 행마다 다른 Scale Parameter를 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양자화 방법을 Per-Token 양자화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밀도를 

확보하는 만큼 많은 Parameter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현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현재 

PyTorch나 ONNXRuntime에서는 Per-Tensor와 Per-Channel 양자화만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ONNXRuntime의 어셈블리 커널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수정만을 통해 

효과적으로 Per-Token 양자화가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ONNXRuntime을 포크하여 Per-Token 양자화를 비롯한 다양한 최적화를 추가로 진행했다. 

이렇게 개선된 ONNXRuntime에 기계 독해 모듈을 올린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원본 모델의 경우 전혀 양자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문서 1개에 대해 질문 1개를 처리할 때 

약 268ms가 소요됐다. ONNXRuntim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Per-Channel 양자화를 

수행한 결과 소요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반면 정확도는 74.90에서 73.82로 감소했다. 

그러나 Per-Token 양자화를 적용해본 결과 약 1ms 정도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정확도는 

74.23으로 개선되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레이어 최적화를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모델의 

소요시간은 약 67.5ms로 원본 대비 3.97배 정도 빠른 속도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물론 서비스 시에는 문서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에 대해 정답을 찾아야 하므로 실제 

소요시간은 위의 67.5ms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추론에 사용하는 장비의 규모를 

병렬적으로 스케일 업함으로써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Python Celery 22를 사용한 분산처리를 

구현한 결과, 10개 이상의 문서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경우에도 최대 200ms를 넘지 않는 결과를 

내어 CPU를 통한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CPU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가 성능 측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나 모두 강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효율적인 질의응답 서비스를 위해 최신 CPU 장비에서 

ONNXRuntime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특히 ONNXRuntime에서의 추론 속도 최적화를 위해 

기존에는 지원되지 않던 Per-Token 양자화를 구현하였다. 이 결과 소요 시간은 거의 동일하지만 

정확도는 0.4점 이상 개선할 수 있었다. 게다가 다양한 최적화를 추가로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본 대비 4배 가까이 빠른 속도를 달성하여 CPU상에서의 서비스로도 만족할 만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표 8] ONNXRuntime 최적화에 따른 기계 독해 모듈의 속도 및 정확도 변동 추이

상대 속도 개선평균 Latency(ms)

1.00268.3

3.0687.6

1.93138.9

3.2482.8

1.91139.9

3.5875.0

2.03132.4

3.9767.5

2.7497.7

원본

+FindMinMax AVX512

+Per-Channel 양자화

+LayerNorm AVX512
+QEmbedding AVX512

+Per-Token 양자화

+SelfAttention 양자화

+Gelu AVX512 & 퓨전

+Requantization AVX512 퓨전

+JointQA 레이어 퓨전

Dev EM

74.90

74.23

73.82

74.23

74.23

74.23

74.23

74.23

74.23

22 참고
github.com/celery/celery

Per-Channel Quantization

Bias

(   0.37 -0.15   )···

Activation

(

(···
···
···16

5···

-22

127

···

X0.0131

Weight

(

(···
···
···-128

3···

127

10

···

X0.0149 X0.0020

[그림 13] Per-Channel 양자화 방법 수식

Per-Channel Quantization

Bias

(   0.37 -0.15   )···

Activation

(

(···
···
···16

30···

-128

127

···

Weight

(

(···
···
···-128

3···

127

10

···

X0.0149 X0.0020

X0.0131

X0.0023

[그림 14] Per-Token 양자화 방법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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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것처럼 키워드 + DPR 검색 모델과 SPLINTER YNS 기반의 기계 독해 모델은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 전반에 있어 큰 성능 개선을 이루었고, 앞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챗봇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높였지만, 

고도화를 통한 정확도 추가 향상을 지속해서 수행하며 성능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텍스트로만 이뤄진 문서가 아니라, 표나 목록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서에 

대한 질의응답도 유용할 것이라 판단해 현재 연구 중이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길고 복잡한 

문장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모델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철   phil.i@kakaoenterprise.com

아직 인문학도의 향기가 남아있는 자연어 처리 개발자입니다. 

제 손으로 잘 키운 자연어 처리 기술로 세상을 편하게 만들고 싶어요!



Text2SQL:
자연어로 DB 검색하기

시작하며

이런 기술 중에서 Text2SQL은 MySQL이나 

Oracle 등으로 잘 알려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자연어로 질의하면 SQL 구문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핵심 기술이다. Text2SQL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비서는 비로소 자연어를 통해 구조화된 

DB검색을 하고 답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자비스처럼 완벽한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하기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개발하고 있는 Text2SQL 

모델인 RYANSQL을 살펴보고, 한국어 서비스에 

적용하기까지의 개발 여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화 <아이언맨>에는 자비스(J.A.R.V.I.S)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등장한다. 영화 속 자비스는 대화로 거의 모든 명령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이런 인공 지능 비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술이 있다.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AI가 정답을 찾는 방법  92

대화 번역기: 똑똑하고 센스있는 채팅 번역  130

캐릭터 챗봇: 나와 일상을 나누는 AI  142

Text2SQL: 자연어로 DB 검색하기  114

얼굴 인식: 빠르고 정확한 세계 1위 워크스루  160

커스텀 음성 합성: 한 문장 녹음으로 내 목소리 만들기  172

음성 인식을 위한 최신 언어 모델 리뷰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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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ext2SQL

[수식 1] 생성된 SQL01 

[그림 2] 학생 활동 DB 02

Text2SQL

[그림 2]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자. [그림 2]에는 ‘학생 활동 DB’가 있고, ‘학생’ 테이블, 

‘활동’ 테이블, ‘학생 참여’ 테이블 등이 존재한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이런 DB를 가지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도를 알아보려 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4개 이상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아이디와 활동 개수'를 알고 싶다고 할 때, 이를 SQL문으로 작성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때 Text2SQL을 활용하면 파일을 일일이 열어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자연어로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과정만으로 어떤 테이블을 사용할지, 어떤 조건을

걸어야 할지, 어떤 칼럼을 보여줘야 할지 등이 자동 결정되며, 결과적으로 [수식 1]과 같은 

SQL 구문이 자동 생성된다.

SELECT stuid, COUNT(*)
FROM Participates_in
GROUP BY stuid
HAVING COUNT(*) >= 4

Text2SQL
SQL자연어 질의

01 논문 
Yu et al., 2018, Spider: 
A Large-Scale Human-
Labeled Dataset for 
Complex and Cross-
Domain Semantic Parsing 
and Text-to-SQL Task

02 설명 
출처 01, DB contents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표기 했다.

[표 1 ] WikiSQL과 Spider 데이터05

학습 데이터

이러한 Text2SQL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WikiSQL03과 

Spider 04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WikiSQL 데이터는 질문과 SQL 구문의 양이 상당히 많고, 

질문 대상이 되는 테이블이 미리 정해져 있다. 조회 대상이 되는 칼럼도 1개이고 MIN, MAX와 같은 

Aggregator를 추가할 수 있다. WHERE 조건절은 (COLUMN, OPERATOR, VALUE) 조건이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WikiSQL 데이터로는 현실 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SQL 구문 

학습에는 어려움이 있다.

          WikiSQL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가 바로 Spider 데이터이다. 

Spider 데이터는 WikiSQL과 다르게 질문의 대상이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의 DB이기 

때문에, 여러 테이블을 JOIN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WikiSQL에 없는 ORDER BY, 

GROUP BY, HAVING, NESTED SELECT 등 난이도 높은 SQL 구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WikiSQL과 Spider 데이터의 세부 분포는 [표 1]과 같다.

[그림 3] Spider 데이터 예시06

Spider 데이터는 Easy, Medium, Hard, Extra Hard 난이도별로 구축되어 있다. [그림 3]은 

Hard, Extra Hard 난이도의 예시다. Hard 난이도에서는 3개의 테이블이 JOIN 되고, 

GROUP BY 구문과 HAVING 구문을 사용했다. Extra Hard 난이도에서는 중첩된 SQL 구문을 

사용했다. 이것만 봐서도 Spider 데이터는 WikiSQL 데이터 대비 난이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Dataset

WikiSQL

Spider

NESTED HAVING#Q

80,654

10,181

#SQL

77,840

5,693

#DB

26,521

200

1

5.1

0

1335

0

1491

0

844

0

388

-

138

#
Domain

#Table
/DB

ORDER
BY

GROUP
BY

Hard

Which countries in Europe have at least3 car 
manufacturers?

SELECT T1.country_name
FROM countries AS T1 JOIN continents
AS T2 ON T1.continent = T2.cont_id
JOIN car_makers AS T3 ON
T1.country_id = T3.country
WHERE T2.continent = ‘Europe’
GROUP BY T1.country_name
HAVING COUNT(*) >= 3

Extra Hard

What i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 the countries where English is not 
the o�icial language?

SELECT AVG(life_expectancy) FROM country
WHERE name NOT IN
 (SELECT T1.name
  FROM country AS T1 JOIN country_language 
AS T2 ON T1.code = T2.country_code 
  WHERE T2.language = ‘English’ AND 
T2.is_o�icial = ‘T’)

03 참고 
github.com/salesforce/
WikiSQL

04 참고
yale-lily.github.io/spider

05 참고  각주 01

06 참고  각주 01

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부터 기계 독해에 이르기까지 목적에 걸맞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다.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를 관리해주는 다양한 관리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중 MySQL과 

Oracle 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질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SQL 구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SQL 문법 및 DB Schema에 대한 

상당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이때 자연어로 SQL 구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대상 DB Schema에 

적합한 SQL 구문을 생성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더 많은 사용자가 더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어 구문을 적절한 SQL 구문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을 Text2SQL라고 

한다. 비슷한 용어로는 NL2SQL(Natural Language to SQL), NLI2DB(Natural Language 

Interface to DB), Semantic Parsing 등이 있다.

Activity
(활동)

actid
(활동 아이디)

770 등산

771 카누

activity_name
(활동명)

stuid
(학생 아이디)

1001 770 ··· 

··· 

··· 

··· 771

···

771

···

actid
(활동 아이디)

Participate_in
(학생 참여)

stuid
(학생 아이디)

1001 770 

771 771

actid
(활동 아이디)

Student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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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equence to Sequence 기반 모델07

< Sequence to Sequence 기반 모델 >

Sequence to Sequence 기반 모델은 기계번역에서 사용하는 Transformer Encoder-

Decoder 구조를 사용한다. Transformer 구조에서 입력은 자연어 질문이며, 출력은 SQL 

구문이다. 하지만 자연어 질문만 입력하면 대상 DB 정보를 참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SQL 구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DB 자체를 직렬화(Serialization)해서 입력에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모델에는 두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관계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림 4]를 보면 Encoder의 Self-Attention 이름이 RAT(Relation-Aware Self-Attention)

으로 변경되어 있다. 이는 Self-Attention 수식에 입력 token 사이의 특정 관계를 인코딩해서 

추가한 형태다. 예를 들어, ‘입력 token이 테이블의 이름에 포함된다’나 ‘특정 칼럼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정보를 feature로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Self-Attention 모듈 

대비해서 DB Schema에 더욱 적합한 SQL 구문이 생성된다. 또 다른 방법은 Decoder쪽에 

사용하는 Constrained Decoding이다. Decoder에서 디코딩할 때는 일반적으로 Beam 

Search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때 스키마에 맞지 않는 SQL 구문이 생성될 수 있다. Constrained 

Decoding은 스키마를 참조하면 이런 부적합한 후보를 제거할 수 있다.

Linear

Transformer decoder layer

OUTPUT: SELECT stuid, COINT (*) ...

INPUT: q1 q2 q3  S  t1: c1, t1: c2  t2: c3, t2: c4

Transformer encoder layer

Relation-Aware Self-Attention

Feed-Forward NxNx

Output EmbeddingInput Embedding

07 논문 
Scholak et al., 2021, 
PICARD: Parsing 
Incrementally for 
Constrained Auto-
Regressive Decoding 
from Language Models

모델의 종류

Spider와 같은 학습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Text2SQL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여러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는 Sequence to Sequence 기반 모델, 

Grammar 기반 모델, 그리고 Sketch 기반 모델이 있다.

[수식 2] Relation-Aware Self-Attention 수식08

[수식 3] WikiSQL template 

[그림 5] Decoder 구조(node는 분류기, 노란색 점선은 입력) 

< Grammar 기반 모델 >

두 번째 모델은 Grammar 기반 모델이다. Grammar 기반 모델의 Encoder는 앞서 설명한 

Sequence to Sequence 기반 모델과 유사하지만, Decoder에서 차이가 있다. 

이 모델은 Decoder에서 생성해야 할 대상 SQL 구문이 AST(Abstract Syntax Tree)로 

표현되는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Grammar Tree 구조에서 순차적으로 rule을 

생성해서 node를 확장하거나 terminal을 생성하는 식09으로 SQL 구문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문법에 맞지 않는 SQL 구문을 생성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Sketch 기반 모델 >

세 번째 모델은 Sketch 기반 모델이다. 이 모델의 경우, Encoder는 Grammar 기반 모델과 

비슷하지만, Decoder가 다르다. Sketch 기반 모델에서는 [수식 3]처럼 SQL template이 

미리 정의되어 있다. 

SELECT SAGG SCOLUMN
WHERE SCONUMN SOP SVALUE
( AND SCOLUMN SOP SVALUE ) *

Question, Encoder Hidden

COLUMN(1) COLUMN(n)SELECT
COLUMN

SELECT
AGGREGATOR OP(1) OP(n)

VALUE(1) VALUE(n)

08 논문 
Wang et al., 2021, RAT-
SQL: Relation-Aware 
Schema Encoding and 
Linking for Text-to-SQL 
Parsers

09 논문 
Guo et al., 2019, Towards 
Complex Text-to-SQL in 
Cross-Domain Database 
with Intermediate 
Representation

 ∝ 

SELECT 절에는 Aggregator와 칼럼이 한 개씩 들어갈 수 있고 WHERE 조건절에는

 (COLUMN, OPERATOR, VALUE) 조건이 AND로 묶여서 여러 개 올 수 있다는 정보를 표현한다. 

이런 템플릿이 있다면 Decoder에서는 입력되는 Question과 Encoder 출력에 기반해서 

해당하는 슬롯을 채워 넣어 [그림 5]처럼 SQL 구문을 완성할 수 있다. 이때 다수의 분류기를 

사용하는데, SELECT 절에서는 어떤 칼럼을 선택할지, 어떤 Aggregator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으면 NONE으로 분류) 분류하고 WHERE 조건절에서는 전체 조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각 조건에서 (COLUMN, OPERATOR, VALUE)는 어떻게 채울지에 따라 분류한다. 

Sketch 기반 모델은 이처럼 slot을 채우는 방식이라 Slot-Filling Approach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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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SQL Encoder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는 위 3가지 모델 중에서 Sketch 기반 모델로 RYANSQL을 개발했다. 

RYANSQL Encoder는 Sketch 모델과 유사하다. 다만, SPC(Statement Position Code)라는 

입력이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6] SPC를 이용한 SQL 구문 생성 예시10

[그림 6]에는 자연어 질문 Q와 SQL 구문 S가 있고, 구문 S에는 3개의 SELECT가 중첩된다. 

이런 SQL 구문을 Decoder를 이용해 생성하려면 복잡도가 높아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중첩된 SQL 구문을 SPC 코드로 치환하게 되면, 처음에는 (Q, P1) 입력으로 (S1, P2)를

생성하고 재귀적으로 (S2, P3), (S3, NONE)을 생성하는 식으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Encoder 입력부에 들어가는 SPC는 이를 위한 추가 입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Encoder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초기에는 GloVe, CNN, Cross-Attention, 

Transformer 조합을 사용했지만, 성능 개선을 위해서 BERT와 RAT으로 교체11했다. 자연어 질문

 (question)과 직렬화된 DB Schema 그리고 SPC를 Encoder 네트워크에 입력하면 

출력부에서는 Question, Table, Column, Database, SPC 각각에 대한 encoding 값이 

나온다. 그리고 이는 Decoder의 입력으로 활용된다. 

Find the name of airports which do not have any flight in and out.

[NONE]

[WHERE]

[WHERE, UNION]

P1

P2

P3

S1

S2

S3

Q

S

N(S)

SELECT AirportName FROM Airtports 
WHERE AirportCode NOT IN
(SELECT SourceAirport FROM Flights 
UNION
SELECT DestAirport FROM Flights) 

SELECT SourceAirport 
FROM Flights UNION S

SELECT DestAirport FROM Flights 

SELECT AirportName
FROM Airtports 
WHERE AirportCode NOT IN S2

3

10 논문 
Choi et al., 2020, 
RYANSQL: Recursively 
Applying Sketch-based 
Slot Fillings for Complex 
Text-to-SQL in Cross-
Domain Databases

11 설명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 10을 참고하길 
바란다.

RYANSQL Decoder

RYANSQL Decoder는 Sketch 기반 모델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Sketch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SQL 구문 처리를 위한 SQL template을 고안했다. Decoder에서는 

이런 template의 slot을 채우기 위해 다수의 분류기를 사용한다.

[그림 7] RYANSQL template12

[그림 8] RYANSQL, 생성된 SQL 예시14

[Question]
2022년에 모모래빗을 가장 많이 구매한 지역이 어디야?

[SQL-1]
SELECT T1.loc_code
FROM customer AS T1, brand AS T2
WHERE 
  T1.date = ‘?’ AND 
  T2.name = ‘?’
GROUP BY T1.loc_code
ORDER BY SUM(T1.count) DESC
LIMIT ?

[SQL-2]
SELECT T1.loc_code
FROM customer AS T1, brand AS T2
WHERE 
  T1.date = ‘2022년’ AND
  T2.name = ‘모모래빗’
GROUP BY T1.loc_code

CLAUSE

FROM

SELECT

ORDERBY

GROUPBY

LIMIT

WHERE
HAVING

INTERSECT
UNION
EXCEPT

SKETCH

12 참고  각주 10

13 논문 
Vinyals et al., 2017, Pointer 
Networks

14 설명 
RYANSQL 영어 버전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예시를 들었다.

예를 들어, 기본 구조(Base Structure)를 잡기 위해서 [그림 7]에 나오는 절(CLAUSE)의 존재 

여부를 분류하고 개별 절마다 몇 개의 조건(Condition)이 들어가는지 분류한다. 다음으로 

FROM 절에서는 사용해야 할 테이블의 개수와 이름과 결정하고, SELECT 절에서는 조회해야 할 

칼럼 등을 분류한다. ORDER BY, GROUP BY, HAVING, WHERE 절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분류하면 아래 [그림 8]의 [SQL-1] 같은 결과가 생성된다. WHERE 절의 경우 Condition 

Value를 위한 분류 로직이 추가된다. Condition Value가 SPC로 판단되면 재귀적으로 SQL 

생성에 들어가고, 아니라면 PointerNet13을 이용해서 입력 자연어 질문(Question)으로부터 

문자열을 복사해서 Condition Value에 채운다. 결과는 [그림 8]의 [SQL-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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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모델 개발

한국어 데이터 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어의 경우는 Spider 데이터를 이용해서 RYANSQL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려면 한국어 학습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한국어 데이터는 개발 당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팀에서는 영어 Spider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해 개발을 시작했다. 

번역 작업은 영어 Spider 데이터에서 SQL 구문을 제외하고 자연어 질문과 DB Schema에서 

Table과 Column에 한정해서 수행했다. 추가로 [그림 9]의 SQL ‘query’에 나오는 ‘Linda’와 

같은 Condition Value는 PointerNet 학습을 위해서 ‘question’에 대응하는 ‘린다'의 시작과 끝 

위치를 알아야 했다. 이를 위해서 Condition Value와 question 사이의 매핑 작업을 수행했다.

이처럼 번역 작업만 수행해도 학습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림 9] 한국어 Spider 데이터 예시

[Data]
{
  “db_id”: “activity_1”,
  “query”: “SELECT T1.fname, T1.lname FROM Faculty AS T1 JOIN Student AS 
T2 ON T1.FacID = T2.advisor WHERE T2.fname = ‘Linda’ AND T2.lname = 
‘Smith’”,
  “question”: “린다 스미스의 지도교수는 누구인가? 이름과 성을 알려줘.”
}

[Table, Column]
Faculty: 교수
Student: 학생
fname: 이름
lname: 성
advisor: 지도교수

[Mapping]
Linda: 린다
Smith: 스미스

15 참고  각주 07

16 참고
yale-lily.github.io/spider

영어 Spider 데이터에 대해 RYANSQL 모델의 성능 평가해보면, dev 데이터에서 EM 74.18가 

나온다. 모델 사이즈가 훨씬 더 큰 PICARD T5-3B15 모델의 성능이 dev 데이터에서 EM 75.5인 

것과 비교해보면, PICARD T5-3B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참고로 글 작성 

시점에 영어 Spider dev 데이터의 최고 성능은 EM 77.2이다.16 

예를 들어, 학습된 한국어 모델로 SQL 구문을 생성해보면 [그림 10]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에서, 생성된 SQL 구문의 ‘린다', ‘스미스'는 한국어이지만, 실제 DB에는 영어인 ‘Linda’, 

‘Smith’가 들어가 있어서 SQL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DB Contents에 매칭 여부를 

RAT에서 feature로 활용할 때 매칭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도 있었다. 그리고 영어 DB에서 

‘fname’, ‘lname’ 등으로 이름과 성이 분리된 것처럼 DB Schema 자체가 한국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도 존재했다.

[그림 10] 한국어 질문으로 생성된 SQL 구문 예시

[Question]
린다 스미스의 지도교수는 누구인가? 이름과 성을 알려줘.

[SQL]
SELECT T1.fname, T1.lname 
FROM Faculty AS T1 JOIN Student AS T2 ON T1.FacID = T2.advisor
WHERE T2.fname = ‘린다’ AND T2.lname = ‘스미스’

[표 2] 영어, 한국어 Spider 데이터 비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어 Spider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DB Schema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어에 맞게 Schema를 수정하고 한국어 

DB Value를 채워 넣었다. 다음으로 DB별로 자연어 질문과 SQL 구문을 입력했는데, 이때 영어 

Spider 데이터와 유사한 비율로 난이도별 구축했다. [표 2]은 현재까지 구축 결과인데(v1은 최초 

번역 버전, v2는 재구축 버전), 규모는 영어 Spider 데이터 대비해서 약 절반 정도지만 지속적인 

데이터 보강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Dataset

en

ko(v1)

ko(v2)

NESTED HAVING#Q

9693 5297 166 5.27

9693 5279 168 5.23

2777 2761 152 5.07

#SQL #DB #Table
/DB

ORDER
BY

1145
21.61%

1143
21.65%

309

GROUP
BY

1259
23.76%

802
15.14%

316
5.96%

563
/4734

1252
23.71%

797
15.09%

310
5.87%

563
/4716

431 424 166 357 / 
2407

Dev/
Train

11.17% 15.59% 15.34%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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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고려 사항 및 향후 계획

한국어 RYANSQL 모델을 개발한 후, 이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구조를 고민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나의 DB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 DB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 질문이 어떤 DB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해야 한다. 그래서 [그림 11]과 같이 

‘Core Text2SQL’(여기서는 RYANSQL) 적용 전에 ‘DB 분류기'가 필요했다. 이 컴포넌트는 

일반적인 문장 분류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 

          DB가 선택되면 Core Text2SQL 컴포넌트는 해당 DB에 적합한 SQL 구문을 생성한다. 

이때, 발화에 있는 Entity가 DB Value와 매칭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RAT에서 feature로 

추가하면 성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Entity Tagger 컴포넌트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Entity는 ‘상품명, 브랜드명, 모델명' 등 기업 DB의 어떤 칼럼에 속하는 

Value 데이터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보안 문제로 내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접근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칼럼에 속하는 데이터를 미리 받아서 학습시킨 Entity 

Tagger를 준비하는 것이 보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표 3] 한국어 RYANSQL 평가 결과

Dev(EM)Model

74.18RYANSQL + BERT + RAT, Spider(en)

65.96RYANSQL + BERT + RAT, Spider(ko) v1

68.06RYANSQL + BERT + RAT, Spider(ko) v2

DB contents used

Y

Y

Y

한국어 RYANSQL 평가

[표 3]은 한국어 Spider 데이터로 학습한 RYANSQL 모델의 성능이다. v1은 한국어로 번역된 

Spider 데이터에 대한 평가 결과이고, v2는 새롭게 구축된 한국어 Spider 데이터에 대한 결과다. 

이 두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영어 Spider 데이터에 

대한 평가 결과와 비교해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Spider 

데이터는 다수의 DB로 구분할 수 있고 학습에서 사용하는 DB와 평가에서 사용하는 DB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cross-domain’ 설정이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새로운 DB와 자연어 

질문에 대해서도 모델이 SQL 구문을 잘 생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학습에 

사용한 DB와 동일한 DB를 평가에서도 사용한다면 더 높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 v2의 경우, 

아직 구축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책 논의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정제, 수정, 증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1] DB 분류기와 Entity Tagger

이렇게 생성된 SQL 구문은 사실 실행 가능한 형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는 datetime 

형태로 변환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다. 실제 실행을 시키려면 ‘날짜, 시간, 숫자' 등을DB Schema에 

알맞게 정규화하는 모듈이 필요하다. '모모래빗' Condition Value를 대표어인 '모모래빗기저귀'로 

치환하는 경우도 정규화 가운데 하나다. [그림 12]는 이런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규칙 기반 Domain 특성 추가' 컴포넌트는 기업에서 제공해준 규칙을 가져와서 

출력 결과를 조정하거나 WHERE 조건절에 특정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후처리 로직이다. 

이는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했다.

지난해에 모모래빗을 
가장 많이 구매한 지역은?

Approximate
Entity Tagger

SELECT T1 . loc_code
FROM customer  AS  T1,  brand  AS  T2
WHERE
       T1 . date = ‘지난해’ AND
       T2 . name = ‘모모래빗’
GROUP  BY  T1 . loc_code
ORDER   BY  SUM(T1 . count)  DESC
LIMIT      1

DB 분류기

DB: customers

Core Text2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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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규화 및 규칙기반 도메인 특성 추가 로직

이러한 RYANSQL을 활용하기 위해 3개의 계획을 세웠다. 먼저, 컴포넌트를 개발할 때 그 모델과 

Domain Rules 등 기업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이다. 가령, Core Text2SQL의 

경우는 기본이 되는 한국어 Spider 학습 데이터에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습 데이터

(‘자연어 구문 - SQL 구문' set)를 추가하여 학습하여야 서비스 가능한 수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DB Schema, 개체명, 도메인 규칙' 등을 입력받아서 학습하고 배포하기 위한 자동화 

플랫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RYANSQL 모델의 개선이다. 현재의 RYANSQL는 Sketch 기반 

모델과 다수의 분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복잡하다. 이는 코드 유지보수 측면에서 

불리하다. 예를 들어, 현재 제작된 RYANSQL 모델을 추가 보수 없이 다수의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각각의 서비스 특징이 반영되지 않아 복잡한 모델 구조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맞춤 플랫폼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 T5 등을 

이용한 Sequence to Sequence 기반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자연어 질문을 처리하기 위한 한국어 Spider 데이터 보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정규화

규칙기반 Domain 특성 추가
Domain Rules

최종 실행 가능한 SQL

Approximate
Entity Tagger

SELECT T1 . loc_code
FROM customer  AS  T1,  brand  AS  T2
WHERE
       T1 . date = ‘지난해’ AND
       T2 . name = ‘모모래빗’
GROUP  BY  T1 . loc_code
ORDER   BY  SUM(T1 . count)  DESC
LIMIT      1

SELECT T1 . loc_code
FROM customer  AS  T1,  brand  AS  T2
WHERE
       T1 . date BETWEEN ‘2021-01-01’ AND
‘2021-12-31’ AND T2 . name = ‘모모래빗 기저귀’
GROUP  BY  T1 . loc_code
ORDER   BY  SUM(T1 . count)  DESC
LIMIT      1

마치며

이 글은 if(kakao) 2022에서 발표했던 ‘RYANSQL: 한국어 Text2SQL 모델 개발’17을 기반으로 

작성했다.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도 많은 공수 작업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작업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RYANSQL을 통해 점점 더 복잡한 문장을 무리 없이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답변을 하는 기술이 발전한다면 ‘자연어를 통해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Assistant팀의 모토가 실현되리라 믿는다. 이 모토와 함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것이다.  

17 참고
if.kakao.com/2022/
session/71



129

신명철  index.sh@kakaoenterprise.com

Kakao i Engine 대화처리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주요 관심 분야는 

목적 지향 대화처리, 개체명 인식,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최적화, 언어 모델 

등입니다.

RYANSQL (Recursively Yielding Annotation Network for SQL)

Encoder
Sketch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SPC(Statement 
Position Code) 입력이 
추가된다는 차이점 존재

Decoder
복잡한 SQL 구문을 처리하기 
위한 영문/국문 SQL 템플렛과 
다수의 분류기 사용

서비스 향후 계획
1  기업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플랫폼

2  RYANSQL 개선

3  한국어 Spider 데이터 보강

종류 Sequence to Sequence Grammar Sketch

Text2SQL: 자연어 구문을 적절한 SQL 구문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

학습

데이터

WikiSQL 데이터
질문과 SQL 구문의 양이 상당히 많고, 
질문 대상이 되는 테이블이 미리 정해져 있음

Spider 데이터
질문의 대상이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의 DB이며, 
난이도 높은 SQL 구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

지난 해 모모래빗을 가장 많이 구매한 지역은?

RyanSQL 엔진 RyanSQL 모델

DB
분류 엔진

규칙기반 도메인
특성 추가

SQL 출력

자연어 입력

도메인
전용
컬럼

엔티티

DB
분류 모델

Entity Tagger

도메인 데이터 구축(소규모)

SELECT T1.loc_code
FROM customer AS T1, brand AS T2
WHERE 
  T1.date BETWEEN ‘2021-01-01‘ AND ‘2021-12-31‘ AND
  T2.name = ‘모모래빗 기저귀’
GROUP BY T1.loc_code
ORDER BY SUM(T1.count) DESC
LIMIT 1

도메인 전용
자연어 발화

DB 이름 SQL
Schema

도메인
전용
규칙

한국어 Spider 범용 데이터 구축

DB
분류 학습

RyanSQL 모델 학습

범용
자연어 발화

DB 이름 SQL 
Schema

Summary

Text2SQL: 자연어로 DB 검색하기



대화 번역기:
똑똑하고 센스있는 채팅 번역

모범생 번역기는 채팅 번역이 어려워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인들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화형 텍스트의
자동 번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 번역의 기반이 되는 인공 신경망 기계번역 

기술(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은 

거듭 발전하며 상당한 수준의 품질로 여러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번역기 개발은 

일반적이고 문법적 오류가 덜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만큼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나와 외국인 친구가 

번역기를 사용해 채팅할 때, 되도록 서로 문법적 오류가 

적은 일반 문체로 채팅해야 한다는 점이 그 예시다. 

평소처럼 초성이나 줄임말을 사용한다면 번역에 

문제가 생겨 엉뚱한 대화가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 번역기: 똑똑하고 센스있는 채팅 번역  130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AI가 정답을 찾는 방법  92

Text2SQL: 자연어로 DB 검색하기  114

캐릭터 챗봇: 나와 일상을 나누는 AI  142

얼굴 인식: 빠르고 정확한 세계 1위 워크스루  160

커스텀 음성 합성: 한 문장 녹음으로 내 목소리 만들기  172

음성 인식을 위한 최신 언어 모델 리뷰  184

이처럼 채팅에서 사용할 대화 번역기의 개선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기본적인 채팅체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과 이모티콘이나 이름 멘션 등 문장 내 특수한 

요소를 제대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하우스 번역 

데이터를 구축해 알맞게 활용하고, 특수 요소 복사 

기능을 도입하여 대화 번역기를 개발했다. 이번 글에서는 

대화 번역기를 개발하면서 맞닥뜨렸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 완성된 대화 번역기의 성능을 소개한다.



TEC
H

. D
EEP D

IV
E

133132대화 번역기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채팅 도메인 이해

대화 번역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번역의 대상이 되는 채팅 도메인을 이해해야 한다. 

채팅에서 사용하는 문체는 기본적으로 뉴스와 같은 문어체보다 자막과 같은 구어체와 유사하다. 

그러나 채팅 도메인은 이하의 특징을 갖고 있어 더욱 특수하다. 우선 문법적 오류가 덜한 자막 

데이터에 비해 줄임말, 오타, 생략, 그리고 맞춤법 오류가 빈번하다. 나아가 한국어의 경우 'ㅊㅊ', 

'ㅡㅡ' 등의 자모로만 이루어진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또한 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이모티콘, 이름 

멘션, 그리고 웹 링크가 자유롭게 사용된다.

[표 1] 채팅 도메인 텍스트의 일반 번역기와 대화 번역기 결과 비교

기존 번역기는 일반적인 문어체와 구어체 위주로 학습하기 때문에 [표 1]에서 볼 수 있듯 대화형 

텍스트에 적용 시 도메인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여 성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활한 번역을 위해 학습에 필요한 채팅 번역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채팅 번역 데이터 수집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비목적 지향 대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채팅을 

여러 번 주고받은 멀티턴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번역서비스파트는 이를 

바탕으로, 약 40만 문장의 한국어→영어 및 영어→한국어 채팅 번역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번역 가이드라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두었다.     

일반 번역기 결과입력 문장유형

I didn't see him like that쌤 그렇게 안봤는데 말야 ㅡㅡ줄임말

Wow, Quarles, that’s 
crazy!

와우.. 퀄 봐 미쳤다줄임말

당신의 GF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how is your gf doing 
these days?

Birthday 생일 ㅊㅊ

잠깐만요,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볼게요.. 
음 엄청 비싸네요

Wait, i'll check on the 
website.. well it's super 
expensive

줄임말 (영문)

초성 문자

이모티콘

대화 번역기 결과

I didn't see the teacher 
like that ㅡㅡ

Wow.. Look at the quality. 
That’s insane.

요즘 여자친구는 어때요?

Congrats on your birthday

잠깐만요, 
웹사이트 확인해볼게요.. 
음 엄청 비싸요

1. 채팅 느낌이 살아 있는 자연스러운 데이터 구축을 위해 비문, 생략 등을 살려서 번역한다.

2.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사용할 만한 대화 번역기 개발을 위해 정중한 존대 표현 위주로    

    번역하되, 종결어미가 항상 해요체일 필요는 없다.

3. 이름 멘션 복사 기능 구현을 위해 번역 시 절반가량의 사람 이름을 수동 표기한다.   

    이때, 번역문에서도 이름의 순서를 알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은 [표 2]와 같이 합의하였다.

01 논문
A. Vaswani 외. (2017).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0: 6000-6010.

[표 2] 번역 레이블링 중 사람 이름 표기 예시

Alice liked the book Bob recommendedsource

##1##Alice## liked the book ##2##Bob## recommendedannotated source

##2##밥##이 추천한 책 ##1##앨리스##는 좋대요translation

대화 번역기의 채팅 도메인 적응기  

앞서 설명한 채팅 도메인의 번역 데이터에 비하면, 일반 번역 데이터는 이미 여러 문체로 

아주 많은 양이 구축되어 있다. 기존 번역기는 일반 데이터로 보통 다음과 같이 훈련한다. 

먼저, 텍스트를 최소 의미 단위로 잘라서 모델이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 의미 단위를 토큰이라고 부른다. 토큰화를 담당하는 토크나이저도 주로 훈련 데이터를 통해 

배운다. 이후 토큰화된 원문과 번역문 텍스트로 Transformer 01 seq2seq 모델을 훈련한다.

          채팅 데이터양이 많지 않으므로, 대화 번역기 개발에서도 일반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제 채팅 서비스의 사용자는 종종 업무 내용 보고 등의 공적인 

목적으로 문어체에 가까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다만 일반 번역기와 달리 

대화 번역기는 일반적인 번역을 잘 해내면서도 채팅 도메인에 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 전반적인 번역을 학습한 후 기존 정보를 잘 보존하면서도 채팅 도메인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알맞은 pre-training 및 fine-tuning 훈련 설정과 채팅 토큰화 

방식을 설명한 후, 최종 BLEU 점수를 살펴보겠다.

pre-training & fine-tuning

먼저 전반적 번역을 학습하도록 번역서비스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한국어→영어 및 

영어→한국어 데이터로 모델을 pre-training 하였다. 이후 채팅 도메인에 특화되도록 채팅 

데이터를 upsampling 하여 구어체 데이터 일부와 합쳐서 fine-tuning 하였다. pre-training 

데이터양은 약 1억, fine-tuning 데이터양은 약 400만 문장 쌍을 활용했다.

          fine-tuning의 한계로 pre-training에서 배운 정보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위와 같이 데이터 설정 시 전반적인 번역 성능이 크게는 떨어지지 않으며, 채팅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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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명
여기서 성능 측정한 일반 
번역기는 일반 서비스용으로, 
구축된 채팅 데이터 일부를 
단순히 사용했다.

최종 BLEU 점수 

BLEU 점수04란, 기계번역 결과와 인간 번역을 n-gram 기반으로 비교한 지표이다. 

단어 뭉치들이 얼마나 겹치는지 측정하고, 문장 길이나 같은 단어의 연속적 등장에 과적합되는 

것을 보정한 점수이다. 교착어인 한국어는 형태소 분리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채팅 도메인에 특화된 토큰화 

채팅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잘 반영하고 특히 unknown word의 수를 줄이기 위해 채팅 데이터의 

비중을 늘려 토크나이저 훈련에 사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글 자모로만 이루어진 표현을 

더 많이 커버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는 자모 문자를 임의로 vocabulary에 추가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unk>으로 인식하여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ㅊㅊ'을 'ㅊ/ㅊ'으로

토큰화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BPE-Dropout02으로 토큰화하여 입력 오류에 강건한 번역 모델을 훈련하였다. 

먼저, 널리 쓰이는 BPE(Byte Pair Encoding)03은 데이터에 많이 등장한 문자열을 병합해서 

vocabulary로 사용하는 토큰화 방식이다. 예를 들어 'new', 'newest', 'higher', 그리고 

'wider'가 데이터에 있다면, n과 e를 ne로, ne와 w를 new로, 그리고 e와 r을 er로 병합하도록 

배워서, 새로운 'newer'라는 텍스트도 문제없이 'new/er'로 토큰화할 수 있다. 다만, BPE의 

단점은 모델에 입력되는 단어들이 항상 똑같은 양식으로 쪼개지므로,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를 유연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BPE-Dropout에서는 병합 시 10%의 확률로 

dropout을 가하여 이를 개선하며, 희귀 단어나 오타에 더 강건한 성능을 보인다.

[그림 1] 일반 번역기와 대화 번역기의 최종 BLEU 점수 비교05

일반 번역기 대화 번역기

뉴스 (영한) 채팅 (영한)채팅 (한영)뉴스 (한영)

26.5

39.5

46

20

33

문어체인 뉴스와 채팅체의 최종 BLEU 점수 계산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문어체 번역 

점수는 1~2점 떨어지고 채팅 점수는 7~10점 증가한다. 즉, 일반적인 번역을 여전히 잘하면서도 

채팅 도메인에 훨씬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06 논문
T. Bergmanis 외. (2021). 
Facilitating Terminology 
Translation with Target 
Lemma Annotations. 
Proceedings of the 
16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Main Volume: 3105-3111.

07 논문 
M. Post 외. (2019). 
An Exploration of 
Placeholding in Neural 
Machine Translation. 
Proceedings of Machine 
Translation Summit XVII: 
Research Track: 182-192.

최종 BLEU 점수 차이가 큰 예시를 정성적으로 분석해보면, [표 1]과 같이 새로이 개발된 대화 

번역기 모델이 실제로 채팅체의 특성을 잘 살려 번역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미/조사의 

쓰임새, 감정 표현 등 채팅 어투를 잘 다루며, 번역 결과 역시 채팅 어투로 반환한다. 또한, 

고유명사나 줄임말의 번역이 일부 개선되었다.

특수 요소 처리를 위한 복사 기능 

[표 3] 복사 기능 적용 여부에 따른 번역 결과 비교

일반 번역기 결과 
(이름 멘션 단순 처리)

대화 번역기 결과입력 문장유형

The translation project 
reopens with upgraded 
performance in October.

The translation project 
 will reopen in October with 
upgraded performance 

번역 프로젝트      는 10월에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재오픈합니다

이모티콘

Today we announce. 
@juliette.y (박윤주)

@juliette.y (박윤주) is 
presenting today.

오늘은 @juliette.y 
(박윤주)가 발표합니다.

이름 멘션

www.google.com/
search?q=Korean

www.google.com/
search?q=한국어

www.google.com/
search?q=한국어

웹 링크

채팅 도메인에는 일반적인 문자 조합 이외의 특수 요소가 상당수 존재한다. ♥,     와 같은 

유니코드 이모티콘, 주로 마크다운 문법을 가진 이름 멘션, 그리고 웹 링크가 그 예이다. 

[표 3]과 같이, 일반 번역기는 특별한 처리 없이 이모티콘과 이름 멘션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다. 

단순히 해당 요소를 일단 제외하고 번역한 후 이름 멘션을 가져다 붙이면, [표 3]의 이름 멘션 

유형처럼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단순히 vocabulary만 잘 변형하여 특수 요소들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에서 입력된 문장이 훈련 데이터 분포와 다르면 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 이모티콘은 vocabulary에 추가해두면 모델이 잘 학습하지만,

‘   ’ 이모티콘을 vocabulary에 추가해도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예 학습할 수 없다.

          따라서, 원문에서 특수 요소들을 따로 인식하여 문맥에 맞춰 기계번역 결과 내에 알맞게 

위치시켜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 이전에 사용된 통계 기반 기계번역은 이러한 통제가 손쉽게 

가능하다. 통계 기반으로 만들어둔 번역 사전을 활용해 입력 문장을 쪼개어 번역하는 방식이므로, 

복사를 원하는 그대로 번역 사전을 조작하면 된다. 그러나 인공 신경망 기계번역은 문장 전체를 

보고 작동하기 때문에 단어나 구문 단위로 번역을 제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전체적인 

문장 번역 품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알맞은 위치에 제한을 잘 반영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nline annotation06과 placeholding07 접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중 최종 채택된 placeholding을 대화 번역기에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특수 요소별 재현율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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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chine Translation: 
804–812.

inline annotation 

inline annotation은 [표 4]의 예시와 같이, 원하는 번역 형태를 입력 문장의 해당 요소 뒤에 

추가하여, 모델이 타겟 언어로 잘 복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이때 기본형을 사용하면 

복사한 뒤 어형 변화하는 법까지 학습시킬 수 있다.

          자연어 처리 분야 국제 학술대회 EMNLP가 진행하는 국제 기계번역 대회인 WMT 

챌린지에는 도메인 특화 용어 사전을 번역에 잘 반영하여 해당 도메인의 번역 성능을 올리는 

'Terminology Task'가 존재한다. 해당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능을 얻었던 대부분의 방법이 

inline annotation을 기반으로 하였다. 2021년 당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번역서비스파트는 

참가 시스템 수가 가장 많았던 영어→프랑스어 방향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08 우리는 

annotation 과정에서 일반 단어의 기본형과 도메인 특화 어구의 원형을 적절히 사용해

훈련-테스트 간 간극을 좁혔다.

placeholding 

[표 4] inline annotation 적용 예시

Close contacts do not need to isolate anymore.source

<s> Close contacts <t> 밀접 접촉자 <\t> do not need to <s> isolate 
<t> 격리하다 <\t> anymore.

inline annotated source

밀접 접촉자들은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대요.

가까운 연락처는 더 이상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target

(참고) 일반 번역 결과

what are you and @juliette.y (박윤주) doing on sunday? source

what are you and <name_vowel> doing on sunday? <emoji>source w/ placeholder

일요일에 <name_vowel>랑 뭐해요? <emoji>

일요일에 @juliette.y (박윤주)랑 뭐해요? 

target w/ placeholder

final translation

[표 5] placeholding 적용 예시  

inline annotation보다 더 단순한 방법으로, [표 5]와 같이 placeholding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복사하려는 입 출력 토큰을 placeholder로 대체하여, 모델이 알맞게 위치시키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이후 모델의 출력 결과에서 placeholder를 원하는 번역 형태로 대체하여

최종 번역을 얻는다.

          채팅의 이모티콘, 이름 멘션, 그리고 웹 링크는 특수 요소로써 일반 어휘와 달리 언어 

변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어형 변화가 불필요하며, 원래 내용이 문장의 맥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복사만 잘하면 되므로 placeholder 사용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대화 번역기에서는 placeholding을 최종 채택하였다.

[표 6] placeholder의 순서가 변동되는 경우 예시 

@길동 liked the book @영희 recommended.source

<name_consonant> liked the book <name_vowel> recommended.source w/ placeholder

<name_vowel>가 추천한 책 <name_consonant>은 좋대요.

@영희가 추천한 책 @길동은 좋대요. 

target w/ placeholder

final translation

모델의 출력 결과를 후처리 하는 과정에서 [표 6]과 같이 문장 내 여러 개의 이름 멘션이 

순서가 뒤바뀌는 때에도 정확히 맞추고자 한다면 모델의 attention을 활용해 align 하거나, 

placeholder를 인덱싱할 수 있다. 한편 인덱싱 방법은 문장 내 복사가 필요한 요소의 개수를 

최대 인덱스로 미리 제한해야 하고, 인덱스가 클수록 훈련 데이터가 적어 복사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최종 재현율

대화 번역기의 복사 성능은 재현율, 즉 번역문에 존재해야 할 특수 요소들이 순서에 맞게 얼마나 

잘 복사되었는지로 간단히 측정하였고,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인덱싱 없이 placeholding을 

적용했을 때, 자연적인 테스트 데이터 그대로에서 99~100%의 재현율을 달성하였다. 문장 내 

복사 요소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성능이 하락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특수 요소가 존재하는 3개 

문장씩 임의로 이어서 평가했을 때도 96~98%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2] 대화 번역기의 특수 요소별 평균 재현율

Natural Concatx3

웹링크이름이모티콘

85

95

10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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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카오워크에 적용 중인 일반 다국어 번역기는 [그림 3]과 같이 메시지 단위로 인퍼런스한다. 

대화 번역기는 일반 번역기와 분리된 API를 통해, 올해 11월에 카카오워크에 적용됐다.

          해당 API는 앞서 설명한 대로 구축된 한국어→영어 및 영어→한국어 모델을 지원하며, 

모델에 입력하기 전 문장을 placeholding하고 모델 아웃풋 문장을 후처리 하는 로직이 

구현되어 있다. 카카오워크 유스 케이스 특성상 순서가 거의 일정해, 후처리는 align 없이 

단순하게 같은 종류의 요소를 순서대로 대체한다. 참고로 훈련 데이터 내에서도 이모티콘,

이름 멘션, 웹 링크 특성상 순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다.

대화 번역기가 일상에 가까워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대화 번역기를 소개하였다. 먼저, 대화 번역기에서 채팅체를 

잘 다루기 위해 어떻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토큰화하고, 훈련 파이프라인을 설정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기계번역에서 특정 요소를 복사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채팅 도메인에 알맞게 placeholding을 도입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언어 쌍을 확장하는 것은 향후 과제이며, 번역 레이블링에 드는 비용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단일 언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자모 분리를 도입해 보거나, 대화 문서 내 콘텍스트를 활용해볼 수 있겠다. 본 글에서는 

간단한 pre-training과 fine-tuning 파이프라인만 설명했지만, 현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번역서비스파트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번역 도메인 적용에 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채팅 특수 요소를 복사하는 기능을 개발한 경험과 WMT Terminology Task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특수 요소뿐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번역에 반영하는 

기능(Translation with Terminology Constraints)도 구현할 계획이다.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친구와 담소를 나누거나 동료와 업무 대화를 한다. 

필자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 번역기를 개발하고 일상적인 데이터를 

다루며 실사용자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도 재밌고 다양한 번역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소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림 3] 카카오워크 번역 서비스 적용 스크린샷

I could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었어요.

so I kept smiling on my way home kk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박윤주  juliette.y@kakaoenterprise.com

굵고 짧게 혹은 가늘고 길게 중에 선택하라 하여도, ‘즐겁고 길게’ 일하고 

싶은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업으로 삼을 수 있게 

인공지능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며 저 역시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본문 내용을 감수해주신 Business Automation팀, 번역서비스파트의 

모든 분과 AI REPORT 편집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화 번역기: 똑똑하고 센스있는 채팅 번역

Summary

    일반 구어체보다 줄임말, 오타, 생략, 맞춤법 오류가 빈번
    인하우스 데이터를 번역해 구축하며 이름 수동 표기

채팅 도메인 입력 문장 1

채팅 도메인 입력 문장 2

쌤 그렇게 안봤는데 말야 ㅡㅡ

와우.. 퀄 봐 미쳤다

채팅 도메인 번역 데이터

일반 번역기

일반적인 최소 의미 단위로 토큰화하여 많은 양의 여러 
문체 원문, 번역문으로 Transformer seq2seq 훈련

대화 번역기 결과 1

대화 번역기 결과 2

I didn't see him like that

Wow, Quarles, that's crazy!

대화 번역기

채팅 특화 토크나이저: 자모 표현을 많이 커버하고 
채팅 데이터 비중을 늘려 훈련하며 오타에 강건한 
BPE-Dropout 활용

대화 번역 모델: 여러 문체, 많은 양의 데이터로 
pre-training 후 채팅 번역 데이터를 증폭해 구어체 
일부와 합쳐 fine-tuning

대화 번역기 결과 1

대화 번역기 결과 2

I didn't see the teacher like 
that ㅡㅡ

Wow, Look at the quality. 
that's insane.

최종 BLEU 점수

일반적인 뉴스와 같은 번역도 여전히 잘하면서 
채팅 도메인에 훨씬 특화된 모델 개발 성공

일반 번역기 대화 번역기

46

39.5

33

26.5

20

뉴스
(한영)

채팅
(한영)

뉴스
(영한)

채팅
(영한)

입력

placeholding
된 입력

what is @juliette.y (박윤주)
doing on sunday?

what is <name_vowel> 
doing on sunday? <emoji>

대화 번역기 (복사 기능 탑재)

이모티콘, 이름 멘션, 웹링크 placeholder를 알맞게 

위치시키도록 모델 훈련

placeholder 
대체 전 출력

최종 번역 결과

일요일에 <name_vowel>는
뭐해요? <emoji>

일요일에 @juliette.y (박윤주)는 
뭐해요?



캐릭터 챗봇: 
나와 일상을 나누는 AI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AI 대화형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목적 지향 다이얼로그(Task-

oriented Dialogue)를 바탕으로 한 대화형 서비스와 

비목적 지향 다이얼로그(Non-Task-oriented 

Dialogue)인 칫챗(chit-chat)을 바탕으로 한 대화형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본문에서는 후자인 칫챗 대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캐릭터 

챗봇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언제, 어디서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AI 친구

AI 및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연구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는 곳곳에서 

수많은 대화형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캐릭터 챗봇: 나와 일상을 나누는 AI  142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AI가 정답을 찾는 방법  92

Text2SQL: 자연어로 DB 검색하기  114

대화 번역기: 똑똑하고 센스있는 채팅 번역  130

얼굴 인식: 빠르고 정확한 세계 1위 워크스루  160

커스텀 음성 합성: 한 문장 녹음으로 내 목소리 만들기  172

음성 인식을 위한 최신 언어 모델 리뷰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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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향 대화 서비스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기대하는 목적이 매우 뚜렷하다. 반면 비목적 지향 

대화 서비스는 친구나 동료들과 여담을 나누듯, 미리 정의해둔 시나리오나 정해진 방향 없이 

대화가 다양한 주제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커버해야 할 발화의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예를 들어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목적 지향 대화 서비스의 경우, 날씨 정보의 요청과 관련된 

범주로 봇의 답변 영역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날씨가 주제인 일상 대화(비목적 지향 대화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 일상 대화를 떠올려보면 아래의 예시처럼 '오늘 날씨 좋다'라는 발화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날씨와 관련된 활동이나 음식을 이야기하거나 날씨와 

연관되지 않은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봇이 답할 수 있다. 이렇게 비목적 

지향 대화 서비스에서는 고정된 정답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황이나 대화 문맥 

상황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

이러한 비목적 지향 대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용량 대화 데이터 기반의 대화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의 연구는 Dialogue-Bert와 Dialogue-Bart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캐릭터 챗봇에는 두 PLM(Pre-trained Language Model)을 활용한 코어 모델이 바탕이 

되고 있으며, 지속해서 코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목적 지향 대화 서비스 vs. 비목적 지향 대화 서비스

01 논문 
DEVLIN, Jacob, et al.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10.04805, 
2018.

Dialogue-Bert

Bert01는 구글에서 2018년에 발표한 모델로, 레이블 되지 않은 대용량의 코퍼스를 사용하여 

Embedding을 미리 학습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다. Bert는 Masked-LM(Masked Language 

Model)과 NSP(Next Sentence Prediction)라는 두 가지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 

          보통 대화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류기를 만들 때는 미리 레이블링된 소량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일반적으로 레이블링된 데이터는 대량으로 구축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량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소량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게 되면 데이터 부족 문제로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전학습된 LM을 사용하여 fine-tuning을 하는 방식으로 분류기를 

개발하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분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사전학습(Pre-training)을 해놓은모델은 

언어가 갖는 다양한 특성과 의미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발표된 방법은 문장과 문단으로 구성된 문어체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는 

대화 모델을 만들어야 하므로 대화체 코퍼스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입력 포맷을 변형했다.

[그림 2] Dialogue-Bert에서 사용한 입력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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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목적 지향 대화 서비스

오늘 날씨 좋아?
오늘 서울의 날씨는 맑아요.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1도 높아요.

비목적 지향 대화 서비스

오늘 날씨 좋다!

오늘 같은 날엔 한강에 가서
피크닉 해야하는데 말인데요!

그나저나 나 어제 출사 다녀왔잖아
내가 말했나?

어제 폭우 왔던 거 기억도 안나네

어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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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전이학습을 통해 문어체로 만들어진 Bert를 사용하여 Dialogue-Bert를 사전 

학습했을 때의 결과다. 노란색 그래프는 Dialogue-Bert만 단독으로 학습했을 때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전이학습을 적용한 모습이다. masked-LM accuracy의 경우 적은 step에서 더 높은 

성능이 나오고 있고, loss의 경우에는 더 빠르고 낮게 유지되면서 학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전이학습을 사용하였을 때 성능 비교

문어체 텍스트와 대화체 텍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자별 구분 여부다. 따라서 우리는 

Dialogue-Bert에서 각 화자를 구분하기 위해 '[SEPT]'라는 스페셜 토큰을 도입하여 화자와 

화자 사이에 추가하였다. 또한, Segment Embedding과 유사하게 한 턴의 발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Turn Embedding을 추가하였다.

          Bert와 같은 Pre-trained LM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통해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전이학습은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때 데이터의 

양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유사성에 따라 모델 전체를 학습할지, 일부분만 학습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모델을 개발하면서 최적의 범위를 찾아 나가야 한다.

          우리는 Dialogue-Bert를 개발할 때, 대화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후 문어체 데이터로 만들어진 Bert를 사용해 전이학습을 적용하였다. 대용량 문어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전 지식을 Dialogue-Bert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실험한 결과, 문어체 

Bert를 이용하여 초기 가중치를 설정해두고 이 가중치를 초깃값으로 하여 Dialogue-Bert를 

학습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Dialogue-Bert는 우리 대화 모델 중 응답 선택 모델(Response Selection 

Model)에 적용됐다. 응답 선택 모델의 학습 코퍼스로 fine-tuning을 하였는데, 전이학습을 

사용하기 전후의 성능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능 지표는 Precision@1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N개의 후보 발화 중 Top-1으로 결정되는 하나의 발화를 선택했을 때 이 발화가 실제 

정답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문어체 코퍼스로 만들어진 Bert를 fine-tuning하여 바로 사용하였을 때가 가장 성능이 

낮았다(#1). 대화체에서 등장하는 표현이나 어미 변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화체 코퍼스로만 학습한 모델은 화자를 구분하기 위한 스페셜 토큰과 Turn Embedding이 

적용되었다. 코퍼스의 양으로 치면 대화체 코퍼스가 문어체 코퍼스보다 적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화체 코퍼스를 다루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유사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문어체 Bert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전이학습을 적용하였다. 보통 전이학습을 적용할 때, 이용하려는 모델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와의 

유사성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레이어로 한정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우리는 전체 레이어를 똑같이 

fine-tuning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왔다(#3).

          문어체와 대화체는 어미나 이모지 사용 등 표층적인 레벨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한국어이고, 언어가 갖는 기본적인 문법적 지식은 동일하다. 대용량의 문어체 텍스트로 학습한 

이러한 언어적, 문법적 특성들이 Dialogue-Bert에도 적용되어 더 좋은 모델을 얻을 수 있었다.

Dialogue-Bart

입력 문장을 분석하여 적절한 Embedding을 생성하는 모듈을 Encoder, 이를 다시 문자열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듈을 Decoder라고 한다.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최근에 문서 요약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Bart 모델을 사용하여 대화 모델과 응답을 생성하는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 1] 응답 선택 모델 성능

Precision@1Model nameModel No

0.642kep-kor-Bert(baseline)#1

0.689Dialogue-Bert(scratch)#2

0.758Dialogue-Bert(TL)#3

etc

문어체 코퍼스로 만들어진 Bert

대화체 코퍼스로 만들어진 Bert
[SEPT] 스페셜 토큰, turn embedding 적용

문어체 Bert의 학습 가중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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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art 모델 구조(LEWI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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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2를 적용한 모델의 성능은 [표 3]과 같다. 대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대화 모델이 생성한 

많은 응답을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응답 평가는 네이버 영화 

리뷰 감성 분류 태스크(NSMC)02와 우리가 만든 응답 선택 모델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응답 선택 

모델을 이용한 평가 방식은 Dialogue-Bart가 임의의 콘텍스트에 대해서 응답을 5개 생성하게 

한 후, 응답 선택 모델에서 획득한 스코어가 0.5 이상인 경우가 전체 코퍼스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대화체 코퍼스로만 학습한 경우(#1)보다, 전이학습을 통해 문어체 코퍼스로 학습된 Bart 

모델을 사용(#2)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냈다. 참고로 노이즈 전략은 masked-LM에서 

사용하는 Random Token Mask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3] Dialogue-Bart 성능 평가

02 참고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v1.0, github.com/
e9t/nsmc

[표 2] Dialogue-Bart에서 입력으로 사용하는 포맷

Bart는 Encoder-Decoder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다. Dialogue-Bert과 같이 대화체 

코퍼스를 잘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대화체 코퍼스에 필요로 하는 

턴을 구분하는 스페셜 토큰을 추가하고, 적절한 노이즈 전략을 수립한 뒤 학습을 진행하였다.

우선, Encoder와 Decoder에 들어가는 형태는 [표 2]와 같다. seq2seq 모델이므로 입력은 항상 

Encoder와 Decoder에 들어가는 문자열의 쌍으로 구성된다.

          original 방식은 문어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학습을 진행하므로 화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반면 type-1의 경우에는 Dialogue-Bert에서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화자를 구분할 수 

있는 스페셜 토큰을 추가하였다.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 중 하나는 문장 요소의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대화체 

데이터에서도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밥을 먹었다면 어떤 화자가 먹었는지, 병원에 

간 사람은 누구인지 사람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지만 기계는 이를 복원하여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는 기계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화자별로 구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화자가 

말한 것인지까지도 구별될 수 있게 스페셜 토큰을 세분화하였다.

          현재 type-1의 형태로 만들어진 모델이 우리가 운영하는 캐릭터 챗봇 ‘외개인아가’ 

서비스의 응답 생성 모델에 적용되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type-2 형태로 만들어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Dialogue-Bert와 마찬가지로 대용량의 문어체 코퍼스로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전이학습도 적용하였다.

Encodertype

어제 뭐 먹었어? 나는 짜장면 먹었어. </s>original

어제 뭐 먹었어? [SEPT] 나는 짜장면 먹었어. </s>type-1

[SPK1] 어제 뭐 먹었어? [SPK2] 나는 짜장면 먹었어. </s>type-2

Decoder

<s> 맛있었겠네 </s>

<s> 맛있었겠네 </s>

<s> 맛있었겠네 </s>

Model nameModel no

Dialogue-Bart(scratch)#1

Dialogue-Bart(TL)#2

NSMC(accuracy) Generation(P@5)

0.8981 0.774

0.902 0.887

캐릭터 챗봇 API

우리가 정의하는 캐릭터 챗봇은 사람처럼 정체성(Identity)을 지니며, 특정 성격(Character)이나 

행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챗봇 에이전트를 의미한다. 캐릭터 챗봇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는 

나이나 성별 같은 인구통계학적 설정을 활용한다. 

[그림 5] 캐릭터 챗봇 구조

우리는 위와 같은 대화모델을 사용하여 비목적 대화를 하는 캐릭터 챗봇을 만들었다. 

특히, API 형태로 개발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연결하여 캐릭터 챗봇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

<예시>

이름: ㅇㅇㅇ

한국 나이 7세, 토끼같이 귀여운 외모에 밝고 명랑한 성격을 지녔다.

취미활동으로 랩을 하며, ‘호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위에 나열된 특징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챗봇 에이전트의 특징들을 미리 정의한 뒤, 

해당 요소에 부합하는 말투와 콘텐츠(좋아하는 것, 신상 정보 등)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캐릭터 챗봇을 구현할 수 있다.

Response

Character Chatbot

Context

Response Selection Model

Persona Classifier

End2End 
Generation 

Model

Character 
Tone Modifier

Reaction 
Classification 

Model

Reaction Pool

Utterance 
Retrieval 

Model

Utteranc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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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0퍼소나 분류기

보통 캐릭터 챗봇을 만들 때는 캐릭터 챗봇의 이름, 나이, 소속, 취미, 좋아하는 것 등을 그들의 

캐릭터에 맞춰 설정하여 사용자들의 질문에 잘 답변하길 원한다. 우리는 사용자 발화 중 이러한 

요소를 추출하여 사용자들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용자 발화를 잘 분류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퍼소나 분류기(Persona Classifier)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 발화는 제일 처음 퍼소나 분류기를 통해 퍼소나 관련 응답이 나가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퍼소나와 상관없는 발화였다면 적절한 후보를 생성한 뒤, 응답 선택 모델을 통하여 

최종 응답 발화를 선정하도록 했다.

          퍼소나 분류기의 경우, 초기에는 CNN 기반 문장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데 비교적 

속도가 빠르고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Bert 기술이 나온 후 분류기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위에 설명한 Dialogue-Bert를 도입하였다.

CNN 알고리즘에서 Bert로 변경 하고, 특히 문어체 텍스트로 학습된 모델인 kep-kor-Bert를 

적용하였을 때 우리는 test set 기준 0.2%의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사전학습된 

데이터와 대화체 데이터 간 유형이 달라 성능 개선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보완하고자 Dialogue-Bert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였고, test set 기준 

baseline 대비 4.6% 성능을 개선했다. REJECT-accuracy는 퍼소나 관련 질의가 아닌 발화를 

잘 분류할지 확인하는 성능이다. 단지 ‘직장’이나 ‘취미생활’과 같은 키워드가 언급되었다고 해서 

퍼소나를 묻는 발화로 분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의 성능은 매우 중요하다. Dialogue-

Bert를 사용한 결과, REJECT-accuracy의 경우에도 test set 기준 2.5%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 

False-positive Error의 경우, 퍼소나와 아예 상관없는 발화셋을 사용한다. 검색 쿼리나 기존의 

캐릭터 챗봇 서비스로 유입된 로그 등 다양한 형태의 코퍼스로 에러율을 평가하여 REJECT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에러율은 baseline 대비 0.5% 감소했다.

          Dialogue-Bert로 교체하였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multi-turn에 대응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CNN 방식은 single-turn만 지원하므로 이전 맥락과 상관없이 현재 발화를 기준으로만 

분류를 수행한다. Dialogue-Bert 학습을 위한 multi-turn 학습 데이터는 현재 구축 중이며 

곧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accuracy accuracy

dev set test set
Model 
no Model name

False-
positive 
Error

0.94 0.9#1 CNN based Model(baseline)

0.946 0.902#2 kep-kor-Bert

0.966 0.946#3 Dialogue-Bert

REJECT-
accuracy

REJECT-
accuracy

0.92 0.93 0.01

0.94 0.91 0.014

0.952 0.955 0.005

[표 4] 퍼소나 분류기 성능

답변 후보 추출 모델

퍼소나 발화를 제외한 사용자 발화는 크게 세 가지 모듈에서 답변 후보를 추출하고, 랭킹 모델을 

적용해 가장 적합한 최종 답변을 내보내게 된다. 세 가지 모듈은 다음과 같다.

< Reaction Classification Model >

Reaction Classification Model은 비교적 짧은 리액션류의 답변을 생성한다. 칫챗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답변을 따로 그룹핑해서 ‘분류(Classification)’의 방식으로 답변 후보를 

추출하는 모듈로, 오타에 강건한 통합 어절 임베딩 기반의 문장 분류기를 사용했다. Reaction 

Classification Model을 위해, Reaction Pool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작업을 진행했다.

< Utterance Retrieval Model >

Utterance Retrieval Model은 원하는 답변을 DB에서 찾아서 내보낸다. 첫 번째 모듈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답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Utterance DB를 구축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모듈에는 문장 임베딩 모델을 활용한 의미(Semantic) 기반의 

검색방법이 적용되어 있다.

< End-to-End Generation Model >

Generation Model은 기계적으로 응답을 생성한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일관된 말투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 “음…, 글쎄…”와 같이 간투사를 많이 사용하는 캐릭터의 말투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Character Tone Modifier 모듈이 필요하다. Character Tone Modifier 

모듈에는 해당 캐릭터가 갖는 특징이 반영된 발화 코퍼스를 구축하여 직접 생성 모델에 학습시키는 

방법과, 명시적으로 규칙이나 패턴을 정하고 이를 후처리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a) Sensibleness only

[Context, Candidates]

Sensibleness Classifier

Pre-trained LM

Score

(b) both Sensibleness and Specificity

Ranking Layer

Specificity ClassifierSensibleness Classifier

Pre-trained LM

[Context, Candidates]

Score

[그림 6] 응답 선택 모델의 두 가지 구조

응답 선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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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52대화에서 적절한 응답이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항목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감정 모델

캐릭터 챗봇이 정말 사람처럼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하소연하고 

있다면 봇이 걱정해주고 위로도 해줘야 한다. 또 사용자가 매우 화가 난 상황이라면 화를 돋우지 

않고 진정시키면서 사용자를 잘 도와주는 봇이어야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봇이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맥락을 파악하면서 사용자의 감정을 판단할 

수 있어야 했다.

          CoMPM04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감정 인식을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서비스에 

적용 중인 모델이다. 감정 인식 모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외부 지식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외부 지식은 영어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같은 

타 언어는 활용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CoMPM은 앞서 말한 외부 지식의 의존성을 없애는 강점을 

갖고 있다.

[표 5] 응답 선택 모델 성능

적합성 측면에서 현재 연구 중인 응답 선택 모델은 기존 대비 8% 이상 성능이 개선되었다. 

구체성 측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연구다 보니 기존 비교군은 없지만, 차근차근 성능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 중이다.

03 설명 
응답 후보 중, 적합성 점수로 
상위 5개를 필터링 후, 구체성 
점수로 최종 발화를 정하는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실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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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맥에 맞는 응답(적합성, Sensibleness)

2 문맥에 맞고, 더불어 구체적이거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응답(구체성, Specificity)

모델 개발 초기에는 문맥에 맞는 응답인 ‘적합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하였다. 

학습 데이터에서도 적합성 여부만 체크해서 0, 1로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적합하기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이었다.

          하지만 캐릭터 챗봇과 계속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적합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간단한 

리액션인 '그래', '아니', '글쎄' 등과 같은 답변만 내준다면 대부분 적합성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대화하면 대화의 흥미가 떨어져 대화를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캐릭터 챗봇이 좀 더 구체적이면서 매력적으로 사용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흥미로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응답 선택모델에서 이런 발화를 상위로 잘 랭킹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학습 데이터에 구체성을 3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적합성과 구체성 두 가지의 레이블을 

갖게 되었다.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Multi-Task Learning을 

적용하였다.([그림 6]의 (b) 모델 참고) 적합성 분류기(노란색)와 구체성 분류기(파란색)에서 

각각 스코어가 결정되고, 최종 1개의 응답을 결정하기 위해 두 스코어를 이용하여 

휴리스틱(Heuristics)하게 순위를 결정하는 로직03을 개발하였다.

[그림 7] CoMPM 감정 인식 모델 구조

CoMPM 모델은 콘텍스트 모델링을 담당하는 부분인 CoM과 외부 지식 모델링을 담당하는 

부분인 PM으로 구성된다.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PM은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지식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 즉, 사전학습된 모델이 외부 지식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CoM은 대화 속 모든 발화를 입력받아 현재 발화에 해당하는 콘텍스트 표현을 출력한다. 

PM은 화자의 이전 발화를 가져와 각 발화로부터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은 GRU 모델링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를 ‘사전학습된 메모리’라 한다. 마지막으로 콘텍스트 표현과 

사전학습된 메모리를 더하여 현재 감정을 예측한다.

         현재 ‘외개인아가’ 서비스는 감정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봇의 응답 발화의 감정을 파악하여, 

응답과 함께 이모지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형태로 적용되어있다. 추후에는 감정에 맞는 발화를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Figure 2: Our model consists of two modules: a context embedding module 

and a pre-trained memory module. The figure shows an example of 
predicting emotion of u6, from a 6-turn dialogue context. A, B, and C refer to 

the participants in the conversation, where s A = p u1 = p u3 = p u6,
s B = p u2 = p u5, s C = p u3. Wo and Wp are linear matrices. 

S A S B S A S C S B S Au1 u2 u3 u4 u5 u6CLS

+

Wo

u3 u1Speaker: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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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r EncoderPre-trained Memory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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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oken

Matri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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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구된 대화 모델과 캐릭터 챗봇 기술은 카카오톡 챗봇 ‘외개인아가'에 녹아 있다. 

'외개인아가'는 우리의 테스트 베드형 챗봇으로, 새로운 모델이나 기술이 나오면 제일 먼저 

적용하고 있는 곳이다. 아래 대화 예시처럼 '외개인아가'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러운 

인터렉션이 가능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챗봇이다.

[그림 8] (좌) 외개인아가 챗봇, (우) 라네즈 챗봇

이러한 '외개인아가'는 대화형 서비스 사업의 인바운드 컨택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외개인아가' 같은 캐릭터 챗봇을 구현하고자 하는 니즈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는 라네즈와 함께 ‘라네즈 라대리'라는 캐릭터 챗봇을 출시했고, 해당 챗봇은 MZ 세대를 

타켓팅한 기업의 마케팅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외개인아가' 나 '라대리' 와 같은 칫챗을 위한 캐릭터 챗봇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봇과 같이 

목적 지향 기능 챗봇에서도 우리 대화 모델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목적 지향 기능 

챗봇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외의 다른 발화를 받아줄 수 있는 대화 모델을 원하고 있다. 

사실 사람들은 목적 지향 기능 챗봇에게 매우 다양한 말들을 건네곤 하는데, 대체로 많은 챗봇의 

경우 그런 발화에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대화 모델 API를 활용하면 

[그림 9]처럼 좀 더 스마트한 답변을 통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내일 눈오면 진짜 좋겠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나는 겨울이 좋아

그냥 예뻐서 좋아

너는 어떤 계절이 좋아?

내일 눈왔으면 좋겠다 

그럼 화이트 크리스마스

나는 여름

오 왜 좋아?

외개인아가

외개인아가

외개인아가

외개인아가

뭐하고 있어?

힘내 화이팅!

넌 모해?

오늘 일찍 나왔어! 여기 내가 좋아하는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려구

안녕

라대리는 뭐하고 있어?

나 일하고 있지

라네즈 라대리

라네즈 라대리

라네즈 라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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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객센터 챗봇, (하) 카카오워크 캐스퍼 챗봇

제가 알아봤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알려줘

올랐다!

테슬라 

287.81

    4.87 (+1.72%)

출처       9월 28일 오후 4:00 기준,
             Daum 검색   

캐스퍼

캐스퍼

똑똑. 뭐하세요?

네? 뭐가 궁금한가요?

안녕

궁금한게 있어

카카오 미니 얼마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객센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객센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객센터

카카오미니/C는 단종되어,
공식 판매처를 통해 별도 구매가 
어렵습니다. 현재 미니헥사 스마트 
스피커와 간단히 휴대가능한 
미니링크를 판매 중입니다.

미니핵사 구매

미니링크 구매

이 외에도 메타버스 속 캐릭터에 우리 대화 모델을 적용하거나 게임 NPC에 적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일부 기업들과 이런 서비스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단계이다.

완성도 향상을 위한 과제 

다양한 서비스에 지금의 대화 모델을 적용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는 캐릭터 챗봇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시도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화 기억과 캐릭터 다변화 과제다.

대화 기억

어제 캐릭터 챗봇과 내가 좋아하는 음악, 시험공부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오늘 다시 대화를 

나누었을 때, 봇이 어제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주지 못한다면 캐릭터 챗봇과 사용자 간의 관계는 

깊어질 수 없다. 매번 동일한 대화를 쳇바퀴 돌듯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의 이전 대화를 기억하여 답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우리는 요약 생성 기술을 활용해보기로 했다. 먼저, 흘러간 대화 콘텍스트를 대화 요약 

모델을 사용하여 요약 생성문을 만든다. 이것을 스토리(Story)라고 정의하고, 이 스토리를 다음 

발화 생성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떠올려 대화를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향후에는 이 스토리 단위마다 토픽을 레이블링하고, 이를 각각의 유저별로 저장하여 대화에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토픽 트랜지션이 발생하는 지점을 알아낼 수 있고, 

해당 토픽과 유사한 스토리를 검색할 수 있다면 챗봇은 과거 유저와의 대화 내용을 활용한 응답 

생성이 가능해진다.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중심으로 대화를 잘 생성하는 태스크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에는 유저와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캐릭터 다변화

현재의 캐릭터 챗봇 API는 간단한 인적 사항에 해당하는 이름, 사는 곳, 취미 등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말투를 존댓말, 반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팅만으로는 

캐릭터를 다변화하기에 부족하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설정해도 대화 코어 모델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캐릭터 챗봇을 세팅하더라도 캐릭터의 성격이 비슷하게 느껴지거나 모든 

캐릭터가 유사한 답변을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명확하게 캐릭터가 다르게 느껴지는 챗봇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림 7]의 CoMPM 모델에서 캐릭터의 특성이 잘 묻어나는 발화가 생성된 경우, 이 응답에 

높은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캐릭터의 특성을 

정의하는 메타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호하는 색상이나 취미, 직업과 같이 변하지 

않는 퍼소나의 특성이 문장이나 엔티티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것들을 메타 정보로 하여 따로 

저장해둔다. 이때, 메타 정보는 단순한 문장일 수도 있고 key-value의 쌍으로 이루어진 임의의 

테이블일 수도 있다. 현재는 메타 정보를 문장의 형태로 표현하고, 콘텍스트와 함께 사용하여 응답 

선택을 하는 모델을 연구 중이다. 일단 메타 정보 간의 중요도를 정하고, 해당 중요도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하여 활용할지 그 구조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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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는 목적 지향 대화 모델보다 발화의 커버리지가 더 넓은 비목적 대화 

기반의 서비스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상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다 구체적이고 적합한 봇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취향이나 대화 이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이다. 사람마다 말투와 사용하는 표현이 다르듯이, 

여러 특색 및 캐릭터가 드러날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의 미래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김세미  sammy.z@kakaoenterprise.com

NLP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테크 에반젤리스트 쌔미입니다. 

쌔미요정이라는 부캐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NLP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이곳저곳 종종 출동합니다.

김보미  pring.s@kakaoenterprise.com

대충 철저히 AI, 음성봇, 챗봇, 인터렉션, UX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동훈  hubert.std@kakaoenterprise.com

10년 넘게 자연어 처리를 하고 있는 연구 개발자입니다. 

사람처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대화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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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얼굴 인식 기술은 딥 러닝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점점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활용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생체 인증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 얼굴 인식 기술은 신뢰성 있는 생체 

인증 기술의 한 갈래로써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Vision Intelligence팀은 

2022년 세계적인 얼굴 인식 챌린지인 FRVT

(Face Recognition Vendor Test) 1:1 검증과 

1:N 식별 부문의 키오스크 분야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총 8개 분야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그 기술력을 입증한 셈이다. 또한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주최 얼굴 인식 대회인 

ICCV 2021의 마스크 얼굴 인식 챌린지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연구 역량을 지속해서 인정받고 있다.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한 얼굴 인식 기술은 사람보다 

더 정확한 인식 결과를 제공하지만, 연산량이많아 

연산 능력이 빈약한 모바일 및 엣지 디바이스 

위에서는 원활한 동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얼굴 인식 기반 출입시스템인 

워크스루(Walk-Through)는 이런 단점을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얼굴 인식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의 

경량화 얼굴 인식 모델을 탑재하였다. 워크스루 개발 

과정에서 고민했던 딥 러닝 모델의 효율화와 최적화된 

SDK의 전반적인 개발 과정에 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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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VT 챌린지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주관하고 있는 FRVT 챌린지는 자동화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총 4개의 경쟁 부문 및 부문별 여러 하위 분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평가한다. 경쟁 부문은 

검증(1:1 매칭), 식별(1:N 매칭), 모프(Morph), 품질(Quality)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Vision Intelligence팀은 1:1 검증과 1:N 식별 부문에 참여하였다. 부문별 평가는 별개의 모델로 

진행되며, 각 부문 내의 분야별 평가의 경우 제출한 하나의 모델을 해당 분야의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Vision Intelligence팀은 각 챌린지의 Kiosk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다. 

Kiosk 부문은 사진에 찍힌 위치와 조명에 따라 인물의 얼굴이 크게 달라 보이고, 심지어 얼굴 

일부만 촬영되는 경우도 있어 여러 악조건하에서도 매우 강건하게 얼굴 인식 성능이 유지될 것을 

요구한다. 워크스루에 적용된 얼굴 인식 기술은 챌린지의 이런 요구를 충족하며, 타겟 시나리오에 

대해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1:1 검증 챌린지 1위 달성 >

1:1 검증 챌린지는 주어진 두 개의 입력 이미지가 동일한 인물의 얼굴인지를 판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평가는 Kiosk, Border, VISA Border, Mugshot, VISA, Wild의 총 6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각 분야는 얼굴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데이터의 수집 

환경이 각각 다르다. 우선 Kiosk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TM기 같은 Kiosk에서 촬영된 사진을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는데, 사진에 찍힌 위치와 조명에 따라 얼굴의 왜곡이나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Border는 공항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촬영된 사진을 다룬다. 얼굴이 아래쪽으로 

많이 향한 사진 데이터를 처리하다보니, 얼굴 위치 및 각도, 배경 조명, 거리에 따라 얼굴 왜곡 및 

소실이 있다. VISA Border는 공항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촬영된 라이브 사진과 정면에서 촬영된 

사진 데이터를 비교한다. Mugshot은 범인 식별용 상반신 사진을, Wild는 실생활 환경에서 

촬영된 일반 얼굴 사진 데이터를 다룬다. VISA는 비자 발급 사진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사용하며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Vision Intelligence팀은 Kiosk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하였다.

[그림 1] 1:1 검증 챌린지 Kiosk 부문 1위

[그림 2] 1:N 조사 챌린지 Kiosk 부문 1위

< 1:N 식별 챌린지 1위 달성 >

1:N 식별 챌린지는 미리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주어진 얼굴과 일치하는 얼굴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검증하는 부문으로 식별(Identification)과 조사(Investigation)의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분야는 1:1 검증 챌린지와 동일하다.

          첫 번째, 식별(Identification)은 0 이상의 특정한 임곗값(Threshold)을 기준값으로 

설정한 뒤, 입력 이미지의 출력값이 기준값보다 가까운 이미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면 

그중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인식 결과로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때 기준값보다 가까운 

이미지가 한 장도 없으면 그 사람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조사(Investigation)는 임계값과 관계없이 주어진 얼굴과 가장 유사하다고 

추정되는 이미지를 추출한 뒤 서로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때 불일치한 

횟수를 FRIR(False Positive Identification Rate) 수치로 표현한다. FPIR 수치가 낮을 수록 

얼굴 인식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Vision Intelligence팀은 1:1 검증 챌린지와 마찬가지로 1:N 식별 챌린지의 Kiosk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ICCV2021 마스크 얼굴 인식 챌린지

ICCV(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는 Google Research, 

Microsoft, Qualcomm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후원하는 컴퓨터 비전 학회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COVID-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강건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얼굴 인식 기술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ICCV2021는 마스크 얼굴 인식 챌린지를 공식 챌린지로 포함했다.

          Vision Intelligence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얼굴 인식 성능을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굴의 특정 영역이 가려지더라도 feature01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하였다. 또한, 마스크, 안경, 선글라스 등 얼굴 이미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속성을 검출하는 

모듈을 추가하여, 얼굴 이미지가 특정 사물로 가려진 경우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Vision Intelligence팀은 해당 챌린지에서 2위를 달성하였다.

01 설명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압축된 정보를 feature(피쳐)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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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루(Walk-Through) 시스템 적용 모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Vision Intelligence팀에서 개발한 워크스루(Walk-Through)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문을 통과하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자연스러운 얼굴 인식 

과정을 위해서는 총 4개의 모델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해야 한다.

          먼저 얼굴 영역 검출 모델이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추적하여 해당 영역을 검출한다. 

얼굴 랜드마크 검출 모델은 검출된 얼굴 이미지의 특징점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얼굴 위조 감지 

모델은 사진이나 화면과 같은 수단으로 얼굴이 위조되지 않았는지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얼굴 

인식 모델이 입력 이미지로부터 식별성이 좋고 작은 크기의 고유한 feature를 생성한다. 

이 feature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용자의 feature와 비교하여 인증을 수행하게 된다. 

워크스루 SDK는 이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및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그림 3] 워크스루(Walk-Through) 시스템

02 설명
기기에 과도한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과열 방지를 위해 
커널에서 기기의 성능을 강제로 
낮춰 발열을 해소한다. 이를 
스로틀링(Throttling)이라 한다.

최적의 모바일 플랫폼 선택

모바일에서 딥 러닝 모델을 사용하려면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인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딥 러닝 모델을 연구할 때 PyTorch(파이토치), Tensorflow(텐서플로), MXNet, 

JAX(잭스)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델이 지원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프레임워크에 맞춰 작성돼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우회하기 

위해, 학습된 모델을 ONNX라는 범용 포맷으로 변환한 뒤 각 모바일 플랫폼에 맞는 형태로 

재변환한다. 워크스루 SDK에서는 iOS에서는 CoreML로 바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Android 

OS에서는 ONNX로 변환한 모델을 Keras로 다시 재변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에 배포할 디바이스에서 가장 효율적인 프레임워크의 포맷으로 모델을 최종

변환한다. iOS의 경우 CoreML이 가장 좋은 성능 지표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으며, 변환 시 딥 러닝 프레임워크에서 CoreML로 바로 변환하므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Android의 경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능, 범용성, 안정성, 

스로틀링(Throttling)02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험하였다. 최종적으로는 TFLite(텐서플로 

라이트)가 선택되었으며, TFLite 컨버터를 이용해 Keras 포맷을 TFLite 포맷으로 변환하였다.

플랫폼 레벨에서의 최적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얼굴 인식 모델에서는 사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얼굴 속성 검출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얼굴 인식 모델은 이를 별도의 모델로 수행하여 

레이턴시(latency)03에서 손실이 컸다.

          Vision Intelligence팀은 얼굴의 속성을 검출하는 데 필요한 feature가 얼굴 인식에 

필요한 feature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얼굴 속성 검출기를 

사용하는 대신 얼굴 인식 모델에 속성을 검출하기 위한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얼굴 속성을 

검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전에 두 개의 모델로 구현된 부분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할 수 있어 

레이턴시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림 4] 얼굴 인식기와 얼굴 속성 검출기 통합 과정

다음으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최적화를 활용하여 레이턴시를 감소시켰다. ARM 기반 

디바이스의 경우 벡터 연산에 NEON이라는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연산을 

사용하는데, NEON은 128bit 레지스터를 하나의 instruction에 처리할 수 있다. 얼굴 인식 

전처리에 활용되는 이미지 프로세싱의 경우, 많은 양의 int8 및 float32 벡터 프로세싱을 필요로 

한다. 이때, NEON을 사용하면 16개의 int8 연산 또는 4개의 float32 연산을 한번에 연산하여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워크스루에 적용된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이미지 회전 및 플립, 

그리고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에 NEON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NEON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7~4.6배 가량 속도가 향상되었다.

[그림 5] ARM NEON 연산(VADDQ.f32)

03 설명
모델이 연산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의미한다.

인식 feature

마스크
검출

마스크
검출

mask

glasses

male

famale

0.01

0.92

0.99

0.01…

NextFirst Now

Q0

Q1

Q2 Destination Register

Source Register

Ubio-XGalaxy S9+

16mS7.3mSNEON 전

6mS1.6mSNEON 후

[표 1] ARM NEON 적용 여부에 따른 이미지 
처리 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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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양자화가 있다. 양자화는 모델의 정밀도를 낮추어 성능을 약간 낮추는 대신, 

레이턴시를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보통 성능 손실에 비해 레이턴시의 이득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오프가 최적이 되는 지점을 잘 찾으면 레이턴시 대비 성능을 매우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모바일 딥 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여러 디바이스에 대해 양자화를 지원하며, 

워크스루의 타겟 디바이스는 양자화가 모두 원활히 동작한다.

          양자화 알고리즘은 하드웨어 활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대부분의 프레임워크에서 여러 

제약이 걸려 있다. 프레임워크에서 자체 지원하는 알고리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단계부터 해당 알고리즘에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델 양자화는 4 바이트 부동 소수를 

1 바이트 정수형으로 변환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리 데이터가 4배 작아진 만큼 

연산 속도의 향상을 얻을 수 있지만, 정밀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워크스루에 적용된 모델의 

경우, 향상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밀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고안해 사용하였다.

          양자화는 레이어 단위로 수행되는데, 레이어가 많아지면 레이어를 통과할수록 양자화의 

오차가 순차적으로 누적되므로 성능 손실이 커지게 된다. 반면 채널의 수를 늘리면 양자화의 

오차를 다른 채널에서 보정하므로 성능 손실이 줄어든다. 따라서 모델의 크기를 늘릴 때 가능한 

한 채널의 수를 늘리고 레이어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증가하도록 조절하였다.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양자화에 도움이 된다. 먼저 우회 연결(Skip-connection)

이 있으면 이전 레이어의 정보를 뒷단으로 전파함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출력값의 분포가 큰 레이어의 경우, 레이어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뒤 각기 따로 양자화하여 

합치면 레이어별로 출력값의 분포 구간이 줄어들어 정밀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미지 프로세싱 단계에서도 양자화를 고려하게 된다. 이미지를 전처리할 때 이미지에서 

픽셀의 평균값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모델의 첫 번째 

레이어에 통합하여 속도를 향상시키는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이때 정수형 이미지 데이터를 타입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양자화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균과 분산값을 float32 값이 

아닌 int8 값으로 설정하였다.

모델 경량화(Model Optimization)

최적화 전략 설정

플랫폼 레벨의 최적화 외에도, 딥 러닝 모델 자체의 크기를 줄여 경량화하는 것도 모바일 

환경에서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량화는 모델의 복잡도를 떨어뜨려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때 트레이드오프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경량화의 주된 목표이다.

[그림 6] 모델 최적화의 타겟

모델 최적화 과정은 태스크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타겟 디바이스에 맞게 휴리스틱한 

탐색 범위를 정하고, 탐색 범위 내에서 최적의 모델을 사람 또는 알고리즘이 실험 및 관측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모델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탐색 범위의 

초깃값을 어떤 휴리스틱을 통해 결정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량화 전략은 모델의 계산 그래프(Computational 

Graph)04를 단순화하고 연산량을 줄이는 것이다. 모델의 계산 그래프가 복잡하면 그만큼 

계산을 새로 수행해야 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다음 연산을 위해 저장해야 하는 값도 많아지므로 

병렬화 효율과 메모리 효율, 전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또한 모델이 너무 크면 그만큼 불필요한 

값의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모델의 크기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성능 

면에서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모델 내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연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연산자들은 하드웨어 레벨에서 최적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산의 조합보다 

더 빠르게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델의 복잡도가 줄어들수록 성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모델을 찾은 이후에 성능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성능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04 설명
딥 러닝 모델은 Directed 
Acyclic Graph(DAG)를 따라 
입력 데이터의 연산을 진행하며 
이를 계산 그래프(Computati
onal Graph)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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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루의 얼굴 인식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최적의 레이턴시 대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델을 만들 때 먼저 모델의 거시적인 구조인 깊이, 넓이, 입력 해상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모델 디자인이라 한다. 비전 모델에서 이러한 구조들을 하나씩 조절하는 것도 

물론 효과적이지만, 실험 결과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델이 어느 정도의 스케일의 

Receptive Field05에서 주된 정보를 추출하는지의 여부였다. 이를 토대로 가장 주요한 

Receptive Field에 연산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최적의 디자인인 SlimFace를 디자인하였다. 

이후의 모든 파생 모델들은 이 레퍼런스로 조금씩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7] SlimFace 디자인 설계 과정

디자인이 정해지고 나면 마이크로아키텍처(Micro-architecture)를 디자인에 끼워 넣어 모델을 

만들게 된다. 여기에서 마이크로아키텍처란 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블록의 구조를 말한다.

05 설명
특정 레이어가 입력 이미지를 
기준으로 몇 개의 픽셀을 한 번에 
보고 있는지를 말한다.

06 설명
설명 연산 과정에서 불가피한 대기 
시간 때문에 최대 연산 리소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07 논문 
D.G. Kim and H.C. 
Lee, “Proxyless Neural 
Architecture Adaptation at 
Once,” in IEEE Acces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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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ve Field의 디자인이
전체 디자인의 Performance를 결정

NAS를 통한 최적의 모델 탐색

CPU는 범용 연산을 위한 설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번에 연산할 수 있는 양이 적다. 따라서 

연산 과정에서의 버블06이 다른 디바이스에 비해 크지 않으며, 모델 구조가 같다면 연산량에 거의 

정비례하는 레이턴시를 보인다. 즉 모델의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연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그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NAS(Neural Architecture Search)란 모델의 계산 그래프를 여러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설계하는 방법이다. 이때 그래프는 무작위 그래프로부터 점점 최적의 그래프로 수렴해 

가지만, 탐색 알고리즘 특성상 그래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NAS는 연산량 대비 

성능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CPU를 타겟 디바이스로 한 모델에 사용했다.

          PNA(Proxyless Neural Architecture Adaptation)07는 Vision Intelligence팀에서 

자체 개발한 NAS 알고리즘으로, 기존에 사람이 설계한 모듈을 어느 정도 최선으로 보고 탐색을 

시작한다. 이때 탐색 알고리즘은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산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산을 

유지하는 것, 노드 간 연결만 하는 것, 그리고 노드 간 연결을 끊는 것으로 총 세 가지 경우의 

수만을 고려한다. PNA는 기존 NAS에 비해 탐색 영역을 작게 가져가므로 탐색에 필요한 

리소스가 적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도 다른 연산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연산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림 8] PNA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 SlimFace에서 사용한 모듈을 개선한 결과, 기존 SlimFace 대비 모델의 

인식 실패율이 70% 감소하였다.

[그림 9] SimpleFace 모듈 구조

Input Input 

모듈 구조 개선을 통한 최적의 모델 탐색

GPU나 NPU는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칩이므로 동시에 많은 연산을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모델의 그래프가 복잡하면 그만큼 새로운 연산을 자주 수행해야 하므로 병렬화에 

불리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GPU나 NPU에서는 연산량보다는 연산 횟수를 줄이고 계산 

그래프에서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하는 최적화를 주로 진행하게 된다.

original id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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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최적화

얼굴 인식에서 성능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이미 모바일 플랫폼에 적용되기 이전 단계에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단계에서는 모델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 중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KD(Knowledge Distillation) 

방법으로, 미리 학습된 모델인 teacher에서 학습할 모델인 student로 모델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KD를 적용할 때는 어떠한 정보를 우선으로 전달할지 결정하게 된다. 얼굴 인식을 학습할 

때는 모델이 얼굴로부터 feature를 추출한 뒤, 그 값을 Classifier(분류기)에 통과시켜 학습 

데이터의 Identity를 확률 분포의 logit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 KD에 사용하는 부분은 feature 

부분과 그 feature로부터 표현된 logit 두 가지가 된다.

          이때 teacher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이므로 logit의 분포가 매우 정답에 가깝게 나오게 

되고, 이는 역으로 student가 자유롭게 학습하지 못하게 제약을 걸게 된다. 따라서 KD를 

수행할 때는 이를 temperature라는 값을 이용해 teacher의 출력 분포를 부드러운 분포로 

바꿔서 사용하게 된다. KD를 수행할 때 최종 성능에 이 값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값을 찾아 적용하였다.

          여기에 더해, teacher가 student에 비해 너무 우수해 그 차이가 클수록 KD의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보통 teacher는 student보다 더 큰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teacher와 

유사한 크기로 student의 모델 크기를 키우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아지지만, 이는 효율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반대로 teacher를 student와 같은 크기의 모델을 사용하여 

양방향으로 그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KD를 수행한 student를 다시 

teacher로 사용해 여러 번 KD를 수행하였고, 해당 모델이 중간 모델 역할을 하여 student에 

정보를 수월하게 전달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마치며

얼굴 인식 기술의 연구 과정처럼, 좋은 성능을 낸 모델이라고 해도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기까지는 

수많은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적의 서비스는 연구와 개발이 충분히 잘 맞물렸을 때 

만들 수 있으며, Vision Intelligence팀에서는 이를 위해 두 분야를 치우침 없이 발전시켜 최고의 

신뢰성을 가진 얼굴 인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완성된 얼굴 인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후로도 연구 및 개발 

모두 고도화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워크스루에 사용된 모델 중 GPU나 NPU를 위해 설계된 아키텍처의 이름은 SimpleFace이다. 

학습 과정에서는 복잡한 그래프를 사용하지만, 추론 시에는 이 그래프의 연산들이 수학적으로 

동일한 출력을 내도록 결합될 수 있게 만든 아키텍처이다. 이러한 설계를 적용할 경우 모델이 

담는 총정보량은 변하지 않지만,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량이 늘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가며 추론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이 모듈을 SlimFace의 디자인에 적용한 결과, 기존 SlimFace 대비 동일한 레이턴시일 때 

인식 실패율이 7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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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음성 합성:
한 문장 녹음으로 내 목소리 만들기

사람들의 관심을 한 문장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홍보 

멘트를 녹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따라서 내 목소리로 어떤 영화 전체를 더빙해보려는 

시도는 예전 같으면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음성 합성기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원하는 목소리로 

원하는 음성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내 목소리로 

영화 한 편을 전체 더빙해 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음성 합성기의 종류와 

어떤 음성 합성기가 나의 목소리를 합성해주는지, 

이러한 음성 합성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음성 합성 

기술은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내 목소리로 원하는 문장을 더빙할 수 있을까?

길을 걸어가다 문득 귀에 익은 유명인의 목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는가? 
우리가 집중했던 목소리는 대부분 유명인이나 성우가 

직접 녹음한 마케팅 홍보 멘트다.

오픈도메인 질의응답: AI가 정답을 찾는 방법  92

Text2SQL: 자연어로 DB 검색하기  114

대화 번역기: 똑똑하고 센스있는 채팅 번역  130

캐릭터 챗봇: 나와 일상을 나누는 AI  142

얼굴 인식: 빠르고 정확한 세계 1위 워크스루  160

음성 인식을 위한 최신 언어 모델 리뷰  184

커스텀 음성 합성: 한 문장 녹음으로 내 목소리 만들기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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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나만의 합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커스텀 합성기다. 커스텀 

합성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반 합성기와 다화자 합성기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음성 합성기에 목소리를 추가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살펴본다면 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커스텀 합성기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음성 합성기 원리

< 일반 합성기 >

일반적으로 합성기는 입력한 스크립트를 음성으로 출력한다. 음성 출력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일반 

합성기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자의 스크립트와 음성 데이터가 쌍을 이루도록 준비하고 

가공한다. 다음으로 쌍을 이룬 데이터를 GPU에 입력하고 이들의 관계를 훈련한 결과로 합성기가 

학습된다. 합성기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Encoder와 소리를 생성하는 Decoder로 이뤄진다. 

Decoder는 멜-스펙트로그램(Mel-Spectrogram)이라는  오디오의 특징 벡터를 생성하고 

이는 후에 음성으로 변환하는 보코더(vocoder)라는 별도의 모델에 의해 우리가 듣는 오디오로 

변환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자체 개발 모델인 UnivNet에 대해 뒤에 따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앞부분에서는 멜-스펙트로그램 생성 과정을 살펴보겠다.

         일반 합성기에 서비스 화자를 추가할 때는 새로운 화자의 데이터로 Encoder와 Decoder를 

훈련한다. 이때 추가된 화자의 수만큼 모델 수가 증가하고 유지관리 포인트가 증가한다. 그리고 

단일 모델 훈련에 필요한 신규 화자 음성 녹음은 수만 문장에 달한다.

< 다화자 합성기 >

다화자 합성기는 여러 명의 목소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합성기로, 음색을 선택하고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선택된 화자의 목소리로 합성음을 출력한다. 다화자 합성기의 모듈은 화자들이 공유하는 

모듈과 화자 별로 존재하는 모듈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한 쌍의 Encoder와 Decoder로 화자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모듈이다. 후자는 화자 고유의 음색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모듈로, 이 모듈에는 

Speaker embedding 파라미터와 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있다.

          다화자 합성기는 다화자 합성기 모델의 파라미터 일부를 여러 화자가 공유한다. 그렇기에 

새로운 화자를 포함하기 위해 새로 모델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화자들의 합성음 톤이변하거나 

발음 특성이 바뀌는 경우는 다화자 합성기에 화자를 추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다화자 합성기는 Encoder와 Decoder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특성 덕분에 일반 합성기보다 적은 

수의 신규 화자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는 대략 수천 문장이다.

[그림 1] 다화자 합성기(출처: Adaspeech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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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음성 합성기: 적응 기반 vs. zero-shot

일반 합성기와 다화자 합성기에서 필요한 것보다 목소리 추가 비용을 줄이려면 다 만들어진 

합성기에 목소리를 복사 또는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합성기가 필요한데, 이를 커스텀 음성 

합성기라고 한다. 커스텀 음성 합성은 합성기가 새로운 목소리를 지원할 때 소량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기술이다. 녹음해야 하는 문장 수가 적기 때문에 성우의 목소리를 추가할 때도 소요 

시간이 짧아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커스텀 음성 합성기는 적응 기반 커스텀 합성기와 zero-shot 커스텀 합성기 두 가지로 

나뉜다. 커스텀 음성 합성기는 다화자 합성기로부터 파생되기에 다화자 합성기의 모듈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자.

다화자 합성기는 크게 Speaker embedding table, Text encoder, Decoder의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Speaker embedding table은 화자 별로 다른 음색 정보를 저장하는 

파라미터다. Speaker embedding을 활용해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를 출력하는 방법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Text encoder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text를 기계가 이해하는 text 

embedding으로 바꿔주는 모듈이다. Decoder는 text embedding을 입력으로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음성을 출력한다. Text encoder와 Decoder는 모든 화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한 쌍의 파라미터다. 

          그 중 Adaspeech 논문에서는 Text encoder와 Decoder 블록을 여러 개로 쌓았다. 

이때 핵심이 되는 블록의 역할은 normalization이다. 이전 레이어의 출력값 X l  을 normalize해 

X l+1로 만들 때, 입력된 화자의 임베딩을 기반으로 scale과 bias를 예측해 X l+1에 화자 임베딩 

값이 반영된다. 이 연산이 모든 레이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차원의 화자 

임베딩으로도 화자의 특성을 음성 전체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X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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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적응 기반 커스텀 합성기02

[그림 3] zero-shot 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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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기반 커스텀 합성기는 앞의 다화자 합성기를 2차로 훈련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는 

적응 단계나 파라미터 튜닝으로 불린다. 새로 추가할 화자의 목소리와 텍스트로 이뤄진 

훈련 데이터 짝으로 적응 단계를 거칠 때 Speaker embedding, Scale predictor, Bias 

predictor만 훈련해 새로운 목적 화자에 맞춰 업데이트한다. 그럼 다른 화자는 업데이트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 수가 적다. 따라서 필요한 문장의 수도 다화자 

합성기를 훈련할 때 보다 적다. 

spk param

xxxx

··· ···

Speaker embedding table

y'y'y'y'

zero-shot 커스텀 합성기는 적응 기반 합성기와 달리 새로운 화자를 추가할 때 추가 훈련할 

필요가 없다. 앞선 모델들은 합성하기 전, 화자 당 1개씩 임베딩을 저장했기 때문에 추가 훈련이 

필요했다. 하지만 zero-shot 커스텀 합성기는 Speaker embedding table 대신 Speaker 

encoder라는 새로운 모듈이 있다. 스피커 인코더는 주어진 레퍼런스 음원에서 목소리를 즉시 

복사한다. 따라서 Speaker encoder에 새로운 화자를 추가하거나 합성할 때 새로운 화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커스텀 합성기 방식을 세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첫 번째, 

훈련 과정의 단계 수다. 적응 기반 합성기는 1단계 다화자 TTS 훈련 단계와 2단계 적응 훈련, 

총 두 단계로 이뤄진다. 반면, zero-shot 기반 합성기는 Speaker encoder와 TTS를 함께 

훈련하는 1단계로 이뤄진다. 두 번째, 목적 화자의 데이터 사이즈다. 적응 기반 합성기는 수십 

문장이 필요하지만, zero-shot 기반 합성기는 한 문장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합성기에 

필요한 화자 데이터 사이즈가 다르기에 고민해야 하는 연구 주제도 다르다. 적응 기반 합성기는 

추가 화자 데이터 사이즈와 적응 파라미터 수가 서로 비례해야 하므로 어떤 파라미터를 튜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반면 zero-shot 커스텀 합성기는 Speaker encoder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해 적응 기반 합성기는 zero-shot 커스텀 합성기보다 두 가지 단점이 

더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적응 기반 합성기가 가진 단점은 추가 화자별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저장해야 한다는 것과 적응 과정에서 별도의 훈련 시간과 GPU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적응 기반 합성기와 zero-shot 기반 합성기의 장단점을 적절히 비교, 선택해 

높은 품질의 커스텀 음성 합성기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최종 목표다. 하지만 프로그램상 목소리를 

똑같이 복사해냈다고 해도, 그것을 출력할 때 프로그램된 목소리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커스텀 음성 합성기가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출력되는 목소리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보코더(vocode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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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 발음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왼쪽)과 ‘헤이 카카오’ 음성에서 추출한 스펙트로그램(오른쪽)03

[그림 5] 멜-스케일과 Hertz scale간의 비교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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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코더: 고품질 음성 생성을 향한 이정표

일반적인 음성 합성 시스템은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곧바로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음성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변환 과정 중 들을 수는 없지만, 효율적인 음성 정보 표현을 생성하는데, 이를 

음성 특징벡터(feature vector)라고 한다. 텍스트를 입력받아 음성 특징벡터를 출력하는 모듈이 

음향 모델(acoustic model)이고, 이 음성 특징벡터를 사용해 실제 음성을 만드는 모델이 바로 

보코더(vocoder)이다. 음성 특징벡터는 누구의 목소리로, 어떤 문장으로, 어떤 억양으로 만들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설계도에 비유할 수 있고, 보코더는 바로 이 설계도를 보면서 고음질의 음성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장에서는 음성 합성 시스템에서 음성 특징벡터를 거쳐 가야 하는 

이유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보코더 구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음성 특징 벡터의 역할

음성에 들어있는 정보(발음의 종류, 성별, 음색, 높이 등)는 음성 신호 자체에서 쉽사리 얻어낼 수 

없고, 수학적인 신호 처리를 거쳐야 추출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추출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음성을 주파수(frequency, 단위: Hertz) 관점에서 관측하는 것이다. 주파수란 신호가 1초에 몇 번 

진동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소리는 빠르게 진동할수록,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음이 높게 

들린다.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는 다양한 주파수 성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시간 길이(이를 프레임이라 부름)의 음성 조각이 

각각의 주파수 성분들을 얼마만큼 가졌는지를 의미하는 스펙트럼(Spectrum)을 얻을 수 있다.

         음성 전체를 여러 프레임으로 쪼개어 얻은 스펙트럼들을 시간 축에 나열하면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인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을 얻게 된다. 사람의 귀 또한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소리에 들어 있는 각각의 주파수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청취한 소리에 

내재된 정보들을 얻는다.

         스펙트로그램은 진폭(Magnitude)과 위상(Phase),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매우 많은 

음성 정보를 담고 있는 고해상도의 데이터로,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음성 특징벡터로 사용될 수 있다. 

보통 둘 중 더 많은 음성 정보를 담고 있는 진폭 스펙트로그램만을 취하는 음성처리 연구들이 많다.

[그림 4]의 왼쪽 그림은 진폭 스펙트럼의 예시를 보여준다. 진폭 스펙트럼의 가로축은 주파수, 

세로축은 해당 성분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4]의 오른쪽 그림은 음성 파형으로부터 추출한 

진폭 스펙트로그램의 예시를 보여준다. 진폭 스펙트로그램의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주파수, 

밝기는 해당 성분의 크기를 나타낸다. 악보의 가로축이 시간에 따른 곡의 진행, 세로축이 음의 

높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진폭 스펙트로그램과 닮은 점이 많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진폭과 위상까지 스펙트로그램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면 역 푸리에 변환으로 

손실 없이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래의 음향 모델의 기술로 텍스트로부터 

고해상도의 진폭 및 위상 스펙트로그램을 곧바로 생성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위상 

정보는 매우 불규칙하여 진폭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많은 음성 합성 연구에서는 음향 모델과 보코더의 중간 정보로써 사용할 

음성 특징벡터로 저해상도의 데이터인 멜-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한다. 멜-스펙트로그램은 

스펙트로그램의 진폭 정보만을 취하고, 멜 스케일(Mel-scale)을 따라 주파수 축을 압축해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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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Net: kakaoenterprise의 Universal Vocoder

Generator

노이즈

음성 특징 백터

실제 또는 합성된 음성에서 
추출한 음성 특징 벡터들

합성된 음성 파형

실제 음성 파형

실제 또는 합성된 음성에서 
변형한 음성 파형들

Discriminator True OR False

Discriminator True OR False

Discriminator True OR False

Discriminator True OR False

Discriminator True OR False

Discriminator True OR False

[그림 6] UnivNet의 구조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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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음성 합성을 위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보코더 구조

보코더(vocoder)라는 단어는 보이스(voice)와 코더(coder)의 결합으로, 원래 효율적인 통신을 

위해 음성을 압축해서 특징벡터를 송신하면 수신단에서 음성으로 복원하던 기술이었다.05 현재 

음성 합성기에서의 보코더와 비교하면 음성 특징벡터의 출처는 다르지만, 목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딥 러닝 기반 보코더 기술의 발전은 AI 주요 연구 분야인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

이론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최근 매우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성 모델을 통해 

연구자들은 고품질의 이미지, 비디오, 음성, 소리, 자연어 등을 생성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각자 원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을 얻기 위해, 생성 모델 논문에서 제시하는 수학적 

이론을 뼈대로 레이어를 쌓아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 데이터를 준비해서 실험하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사용되는 많은 생성 모델 이론이 존재하지만, 최신 음성 합성 논문들의 선택은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06이었다. GAN의 구조는 딥 러닝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간단히 그 개념을 살펴보면, GAN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자(Generator)와 데이터가 생성자에 의해 합성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훈련 데이터인지 

판단하는 판별자(Discriminator)를 두고 둘을 적대적(Adversarial)으로 경쟁시키는 이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또한 GAN을 기반으로 하는 보코더의 연구를 수년 전부터 진행해 왔으며, 

2021년도에 개최된 음성처리 국제학회 INTERSPEECH 2021에서 UnivNet08이라는 이름의 

GAN 기반 보코더 논문을 발표하였다. UnivNet에는 음질 향상과 합성속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내용은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판별자 구조의 개선이다. 

최근 GAN 보코더들은 다양한 조건에서 음성 데이터를 판별하기 위해 음성 데이터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판별하지만, UnivNet은 한 발 나아가서 음성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파라미터의 진폭 

스펙트로그램들을 추출한 다음 이들을 판별하는 구조로 확장하였다.

         UnivNet은 900명 이상의 다화자 평가 데이터에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음질을 기록했고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화자들까지도 일관적인 음질 평가 결과를 얻었다. 

1초 음성 생성에는 약 0.005초만 소요되는 실시간 합성 속도를 기록하였다. UnivNet은 이후 

여러 내부 개선을 거쳐 현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딥보이스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보코더의 동작은 학계 및 업계의 일부 음성 합성기 구조에 한한다. 음성 

특징벡터로써 멜-스펙트로그램만을 사용하는 연구09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트로그램의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예측하려는 시도10도 있으며, 심지어 음향 모델과 보코더의 중간 정보의 구성 자체를 

모델에 알아서 맡기고 텍스트에서 곧바로 음성으로 합성하는 종단 간(End-to-End) 음성 합성 

연구11도 활발하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러한 관점들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으로 음성 합성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Hertz 주파수일수록 멜-스케일이 더 조밀하다. 실제로 저주파 

대역에 의미 있는 정보가 집중되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멜-스펙트로그램은 스펙트로그램의 

고해상도 주파수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압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음성을 멜-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위상 정보를 제거했고, 멜-스케일로 

손실 압축을 거쳤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멜-스펙트로그램에서 다시 원본 음성으로의 무손실 변환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 과정을 적절히 수행하여 멜-스펙트로그램에서 음성을 생성하고 손실된 

정보들을 모델 내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보코더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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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AI로 풀어야 할 문제가 끝없이 많다는 것, 

마치 무한정 탈 수 있는 놀이기구 같습니다.

모두가 성우가 될 날이 눈앞에

앞서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AI가 사람처럼 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하물며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의 특징을 프로그래밍해 똑같이 출력한다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만드는 커스텀 음성 합성기가 더욱 발전해 누군가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출력하는 음성 합성기가 제작된다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적용한 딥보이스 시스템이나 시제품을 제작할 수도 있고, 나만의 

목소리 합성기(개인화 TTS)를 만들어 소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어떤 이가 그리울 때마다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음성 합성기 제작만큼이나 제작된 음성 합성기 성능 개선 연구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학습한 합성기가 일상에서 우리를 익숙한 목소리로 이끌어줄 날을 

꿈꿔본다.



 음성 인식을 위한
최신 언어 모델 리뷰

시작하며

한양대학교 음성음향신호처리 및 머신러닝 연구실은
AI를 통한 음성 인식과 합성, 음성 및 음향의 신호처리, 
바이오진단 등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필자가 소속된 음성 인식팀에서는 흔히 ‘AI 비서’

라고 불리는 AI 어시스턴트 기술 중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되는 과정에 

언어의 의존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언어 모델과 

관련하여 연구 중이다. 사람은 음성을 인식할 때, 

들리는 대로 잘 알아듣지만, 가끔 단어들간의 

문맥을 파악하여 ‘말귀’를 더 잘 알아듣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 ‘말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언어 모델과 음성 인식에서의 최신 언어 모델 

적용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한양대학교 장준혁 교수 산하 

음성음향신호처리 및 머신러닝 연구실(ASML 
Lab., Acoustic, Speech signal processing 
and Machine Learning Laboratory)에서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강지훈 학생의 

기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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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모델의 정의와 특성

[그림 1] 언어 모델을 통한 단어 추정 예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언어 모델(Language Model, 이하 LM)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LM이란 일련의 단어열에 대해 확률을 결정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01 다시 말해, 앞서 등장한 

단어열을 고려하여 뒤에 이어질 단어의 등장 확률 분포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등장한 단어열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나타나야 문장이 더 자연스러운지를 확률적으로 추정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LM은 다음 단어를 추론하고 '생성'하는 역할로 인해 ‘text generation’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오 필승'이라는 단어열이 관측되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있어 '코리아'라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은 지극히 높을 것이고, 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열일 것이다.

01 논문
Joshua T. and J. Goodman 
(2001) A bit of progress 
in language modeling 
extended version. 
Machine Learning and 
Applied Statistics Group 
Technical Report: 1-3.

LM은 자연스러운 단어열을 찾는 특성상 2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먼저 context-

dependent 하다는 점이다. 언어를 모델링 함에 있어 이전에 관측되었던 단어열을 살피게 

되고, 출력은 이러한 단어열을 고려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LM을 학습하면서 사용된 

DB의 도메인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가령, '선생님께서 직접 ___ 드셨다' 라는 문장에서 공란을 

채우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는 '식사를' 또는 '분필을' 라는 단어를 떠올리겠지만, 만약 LM이 

의학과 관련된 DB로 학습이 된 모델이라면 '메스를' 과 같은 의학과 관련된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오 필승 ?

바바라

코리아 0.849

고릴라 0.001

봉순영 0.1

0.05

[그림 2] 언어 모델의 단어 추론에 있어 학습 DB 도메인의 영향 예시

선생님께서 직접 드셨다

식사를

일반 corpus로 추론된 결과

의학 corpus로 추론된 결과

분필을

메스를

언어 모델의 활용과 구현 방식

위 특성을 이용해, LM은 전부터 음성 인식(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이하 ASR),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이하 MT), 검색어 추천 및 맞춤법 검사 등 ‘언어'를 다루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ASR에서는 LM을 이용해 입력된 음성을 단어열로 LM을 통해 추론하는 과정에서 더욱 

자연스러운 단어열로 완성될 수 있도록 확률을 가중한다. MT에서는 어떤 나라 언어의 단어열이 

입력되면, 해당하는 단어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나라 언어의 단어열로 치환되어 출력된다. 

검색어 추천은 사용자가 단어열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단어열을 기반으로  LM을 통해 이어줄 

다음 단어열을 추천한다. 맞춤법 검사는 단어열 속에 틀린 단어가 있을 때 LM으로 문법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수정한다.

이러한 LM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먼저 전통적 방법인 통계 기반 언어 모델

  (Statistical Language Model, 이하 SLM)과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신경망 기반 언어 모델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 이하 NNLM)로 나눌 수 있다. SLM은 관측된 단어열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를 의미하는 관측 빈도수 기반의 확률을 이용한 

모델이며, NNLM은 다양한 신경망 구조를 이용하여 다음에 나타날 단어에 대한 유사도를 

바탕으로 확률을 결정하는 모델이다.

          SLM은 통계 기반 지식으로 확률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구현 난이도가 비교적 낮지만, 

관측된 단여열 기반으로 확률이 추정되는 방식으로 인해, 고려하고자 하는 이전 단어열이 

관측되지 않았을 경우 확률이 정의되지 않는 sparsity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 이전 단어열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 고려하여 관측되는 빈도수를 높이는 

n-gram 방식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이전 N-1개의 단어만을 고려하여 긴 문맥을 고려 

못하는 long-term dependency 문제를 가지게 된다.

          NNLM은 앞선 두 방법과 달리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학습하는 메커니즘과 이전 

단어열의 global한 context 정보를 반영하여 sparsity 문제와 long-term dependency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신경망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고 커지면서 그에 따라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BERT나 GPT-3 같은 고성능의 신경망 구조가 NNLM에 적용되고 

있다.

(a) 기계번역

(c) 검색어 추천

(b) 오타교정

P('We pray to them') > P('We prey to them')

(d) 음성 인식

[그림 3] 언어 모델의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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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인식기는 크게 GMM-HMM(Gaussian Mixture Model - Hidden Markov Model) 

alignment 기반의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과 frame별 음소 정보나 별도의 모듈 등을 미리 

구성해줄 필요 없이 입력 음성열을 문자열로 매핑하는 End-to-End(이하 E2E) 음성 인식으로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음성 인식기는 음성과 전사된 데이터인 label 또는 

pseudo label을 이용하여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학습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음향모델(Acoustic Model, 이하 AM) 또는 ASR 시스템만으로는 context dependency를 

반영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LM을 더해 상대적으로 수집이 쉽고 쌍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한 사전지식을 활용하고, context dependency를 사후 분포에 

더욱더 반영할 수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음성 인식기에 LM을 함께 사용하면 성능이 오른다는 결과를 보인다. 

아래는 각 ASR 시스템과 이러한 ASR에 LM이 최근엔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그림 4]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 학습 프로세스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

02 책
Jurafsky Dan (2000) 
Speech & language 
processing. Pearson 
Education India: 1.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이란 GMM-HMM alignment를 기반으로 음소를 추정하고 

WFST(Weighted Finite-State Transducer)를 사용하여 주어진 음성을 단어열로 

디코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AM, LM 및 발음 사전으로 구성되어있다.02 

이러한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은 디코딩 과정에 n-gram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hypothesis를 

도출하고, 이를 node와 연결된 arc마다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부여한 격자(Lattice)로 생성하여 

최적의 경로 및 결과를 찾아내게 된다.

ASR System

HCLG.fst

G2P

L.fst

발음사전
언어 모델
N-gram

Tokenizer

G.fst H.fst, C.fst

WFST Compiler

TextSpeech

음향모델
GMM-HMM

Feature
Extraction

Text DB Speech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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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코딩 과정에서 도출된 격자(Lattice) 예시03

0 1
using: using/1

are: are/0.5

is: is/1

is: is/0.5

worse: worse/0.3

better: better/0.7data: data/0.66

intuition: intuition/0.33

2

3

4 5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에서는 이 과정에서 n-gram 언어 모델이 전통적으로 사용된다. 

n-gram은 대표적인 SLM 방법의 하나로써, 앞선 N-1개의 단어열만을 고려하여 확률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n-gram LM은 통계 기반의 LM이라는 특성상 고려하고자 하는 

이전 단어열이 관측되지 않았을 경우, 확률이 정의되지 않는 sparsity 문제와 이전 N-1개의 

단어만을 고려하여 긴 문맥을 고려 못하는 long-term dependency 문제를 발생시킨다. 

반면, NNLM은 모든 단어에 대한 확률값을 출력하여 유한상태의 static 그래프인 단어 격자

 (Word Lattice)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의 디코딩 과정을 거쳐 더 나은 결과를 내는 multi-pass 

method를 이용한다. 이 방법은 sparsity 문제와 long-term dependency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NNLM의 장점과 단어 격자를 생성하는 n-gram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보통 간단하게 two-pass method를 사용하며, 1st pass 디코딩에서는 n-gram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단어 격자를 형성하고, 2nd pass에서 NNLM으로 1st pass 디코딩 결과물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는 방식이다.

          이를 Rescoring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방식은 현재의 언어 모델에 더 global한 

context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다.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에서 

Rescoring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존재하는데 N개의 최상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N-best list 

Rescoring과 n-gram의 결과물인 격자의 score를 재설정하는 Lattice Rescoring이 있다.04

< N-best list Rescoring >

[그림 6] N-best list Rescoring 디코딩 과정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ASR 파이프라인

Speech Input Acoustic ModelAcoustic Feature
Language 

Model Lexicon

N-best List Word LatticeDecoded Result
N-best 

Rescoring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

smile

s m ay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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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NNLM을 사용한 N-best list Rescoring 예시

N-best list Rescoring05 06이란 이전 디코딩 과정으로 N-best의 hypotheses 를 도출하고 

각각의 hypothesis에 대한 score를 새로운 LM으로 재설정하여 다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에서 N-best list Rescoring은 1st pass 이후 단어 격자가 생성되면 

path 별로 AM과 LM의 결합 확률을 내림차순 정렬하여 상위 N개의 path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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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의 (1)번 식은 1st-pass 디코딩으로 tri-gram 

LM을 사용하고, (2)번 식은 2nd-pass로 RNNLM을 사용했다. 여기서 A [πN]는 AM으로부터 

도출된 단어열인 경로 πN에 대한 log 확률이고, Lold[πN]은 tri-gram LM의 log 확률, 

Lnew[πN]은 RNNLM의 log 확률, π는 최종 결과물인 단어열이다.

          기존에는 단순히 한 번의 디코딩을 통해 생성된 격자 내에서 1-best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출력했겠지만, 이를 (1)번 식과 같이 top-N개의 결과물인 AM과 LM의 결합 확률을 

내고 (2)번 식처럼 long-term dependency를 더 반영할 수 있는 RNNLM으로 score를 

다시 매겨 1-best를 출력하는 것이다. 다시 살펴보면 기존의 n-gram을 통한 N개의 결과물을 

보다 고성능의 LM으로 global context 정보를 반영하여 조금 더 ‘그럴듯한’ 문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N-best list Rescoring은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자주 이용되지만, 

이전 디코딩 결과에서 확률이 높은 N개를 추출하여 multi-pass 디코딩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 디코딩에 사용된 언어 모델에 편향되기 쉽고 계산이 N의 설정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8] Transformer LM을 사용한 Lattice Rescoring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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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tice Rescoring >

위 N-best list Rescoring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attice Rescoring06이 제안되었다. 

Lattice Rescoring이란 기존 n-gram LM을 통해 생성된 격자를 바탕으로 격자 내 모든 

경로의 score에 대해 새로운 LM으로 Rescoring하는 방식이다.

          격자가 형성되면, [그림 8]의 (a)와 같이 arc마다 단어의 확률이 할당되어 있는데, 

n-gram LM을 통해 형성된 이 격자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LM을 이용해 arc의 확률 

score를 다시 매기게 된다. 이후, 새롭게 score가 형성된 격자 구조에서 1-best의 단어열을 

도출하게 된다. 이 방법은 격자 구조 전체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전 top-N개의 단어열만을 

각각 고려하는 N-best list Rescoring보다 계산량과 global context 정보 반영에 있어 

효율적이다.

A[π1]  Lold [π1]  A[π2]  Lold [π2]  ···  A[πN]  Lold [πN]YY Y

A[πN] : AM prob.

Lold [πN] : tri-gram LM prob.

Lnew [πN] : RNNLM prob.

π = argmax  A[π]   Lnew [π] 

      π∈{π1,...,πN}

n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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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TC

[그림 9] End-to-End ASR 종류

End-to-End 음성 인식

이전 HMM 기반의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은 학습을 위해 프레임 별 음소 정보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CTC(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이하 CTC)나 

attention과 같이 기존 GMM-HMM 모델을 이용해 alignment를 생성하는 과정 없이 

학습되는 End-to-End(이하 E2E) 음성 인식의 경우, 인식기 대부분의 주요한 구성이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에 학습되며 프레임 별 음소 정보나 발음사전 등을 미리 생성해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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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ri-gram 언어 모델과의 Shallow Fusion을 적용한 End-to-End ASR의 대략적인 구조

이러한 E2E 음성 인식 시스템은 크게 CTC, Transducer, AED(Attention based Encoder 

Decoder, 이하 AED) 3개로 나눌 수 있다.07

          CTC는 blank 출력과 many-to-one mapping 함수인 βfunction을 이용해 

긴 시계열 입력에서 짧은 단어열 출력을 생성한다.

          Transducer는 CTC와 유사하게 βfunction을 이용해 가변 길이 처리를 진행하면서 

forward backward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된다. AED 모델과 유사하게 Encoder와 

 Decoder인 Predictor의 Joint Network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 회기(Auto Regressive)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AED는 Encoder, Attention, Decoder로 구성되어 있으며 Attention Module을 

이용해 입출력 간 시계열 길이 변화를 모델링한다. 또한 AED는 이전의 음성 인식 모델과 

다르게 단조함수(Monotonic)의 특성과 출력 간 조건부 독립을 가정하지 않음으로써 높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자기 회기 모델로 이전 time step의 출력이 다음 time step의 입력으로 

사용됨으로써, 출력 간의 dependency를 모델링하게 된다.

          최근에는 E2E 음성 인식기가 높은 Representation Learning 능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외부 LM’ 없이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E2E 방식은 context dependency가 

사후분포에 직접 포함되어 음성 인식기가 ‘내부 LM’을 암묵적으로 학습한다고 볼 수 있다.08 

하지만 E2E 음성 인식 역시 label 또는 pseudo label을 이용하여 주어진 음성과 쌍을 이루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학습이 이뤄지게 되고 암묵적으로 학습되는 내부 LM만으로는 context 

dependency를 반영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 이를 LM의 장점인 더 많은 외부의 쌍으로 

이뤄지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한 사전지식의 활용과 언어적 context dependency를 

사후 분포에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LM 모듈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E2E 음성 인식에 LM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3가지(Fusion, Rescoring, 

Cross-Modal Knowledge Distillation)가 있다.

< Fusion > 

Fusion09 방식은 ASR 모델과 외부 LM의 log 확률을 더하여 도출된 최종 log 확률을 score로 

하여 beam search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Fusion 방식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Shallow 

Fusion과 더불어, 최근에는 Deep Fusion10, Cold Fusion11 등 다양한 Fusion 파생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Fusion은 간단한 방식으로 인해 E2E 음성 인식 실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외부 LM 활용 방식으로, MT 분야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E2E 음성 인식기의 등장과 함께 

음성 인식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logP (yt) = logPE2E (yt) +   logPLM (yt)y

Yt

Proj. & SoftmaxProj. & Softmax

E2E ASR
model

tri-gram

y

Yt-1

E2E
Yt

LM

Yt-2,Yt-1

Yt

X=X1, X2, ..., XT

(3)

enc
h

enc
hu

enc
h

···

att
h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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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N-best hypothesis에 대한 Rescoring

이를 [그림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0]은 Shallow Fusion으로 RNN 기반의 E2E ASR 

모델과 tri-gram의 외부 LM이 적용된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두 log 확률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라벨을 도출한다. 식에서 logP(yt)는 전체 네트워크에 의해 도출되는 log 확률이고, PE2E(yt)와 

PLM(yt)은 각각 ASR 모델과 외부 LM의 출력을,    는 LM의 가중치 파라미터를 뜻한다.

[표 1]에 나타나듯이 외부 LM인 bi-gram, tri-gram, extended tri-gram을 Shallow 

Fusion으로 추가만 해도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ER(Character Error 

Rate, 이하 CER)과 WER(Word Error Rate, 이하 WER)은 각각 문자 오류율, 단어 오류율을 

뜻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 이를 통해 기존 E2E 모델 내부적으로 학습되는 내부 LM으로는 

부족했던 텍스트의 dependency를 더 잘 반영해주고, E2E 모델 학습간 사용되지 않은 사전 

지식을 사용하여 더욱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0]의 구조로 알 수 있듯이, 

외부 LM은 ASR과는 독립적으로 학습되며 출력값이 디코딩 단계에서 ASR 모델과 Fusion 된다.

< Rescoring >

E2E 음성 인식에서의 Rescoring12은 하이브리드 음성 인식에서의 Rescoring과 비슷하게 

multi-pass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NNLM을 E2E 음성 인식 디코딩에 Rescoring 

방식으로 적용한 방법이다. 아래는 아마존에서 2022년 ICASSP에 발표한 논문 내용이며, 

NLP 분야에서 성능이 뛰어난 BERT를 2nd-pass에 사용한 방식이다.

[표 1] WSJ에 대한 RNN AED에 n-gram으로 Shallow Fusion을 적용한 결과 (%)

CERModel

6.4Encoder - Decoder

5.3Encoder - Decoder + bi-gram LM

4.8

3.9

Encoder - Decoder + tri-gram LM

Encoder - Decoder + extended tri-gram LM

WER

18.6

11.7

10.8

9.3

1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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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Z. Wen (2019) Learn 
spelling from teachers: 
Transferring knowledge 
from language model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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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과 같이 1st-pass로 LAS(Listen, Attend and Spell) 모델을 통해 가설이 

나오고 2nd-pass로 이전 가설을 BERT로 인코딩한다. 인코딩을 통해 도출된 CLS 토큰 

representation을 FFNN에 통과시켜 얻어진 문장에 대한 score과 이전 1st-pass로 나왔던 

가설에 대한 sentence level의 score과 함께 [그림 11]의 식과 같이 Shallow Fusion을 

진행한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전의 Rescoring 방식 중 top-N개의 문장을 이용하는 

N-best list Rescoring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1st-pass 디코딩으로 

100개 가설과 sentence level의 PLL(Pseudo Log-Likelihood, 이하 PLL)을 도출하고 

2nd-pass 디코딩으로 이전 100개의 가설을 BERT와 FFNN을 통과시켜 도출된 score를 

이전 1st-pass에서 나왔던 score와 합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score의 문장이 선택된다.

[표 2] Librispeech에 대한 RescoreBERT WER 결과 (%)

Test-Clean

7.26First - Pass

4.54PLL

Test-Other

20.37

16.08

[그림 12] Vanilla Seq2Seq 모델과 LST 모델 구조

(a) Vanilla Seq2Seq Model (b) Learn Spelling from Teacher (LST)

Rescoring 방식을 적용하면 [표 2]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PLL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Rescoring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 Cross-Modal Knowledge Distillation >

마지막으로 Cross-Modal Knowledge Distillation13이다. 이는 학습된 LM의 지식을 ASR 

학습 과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디코딩 과정에서만 LM과 결합하는 방식들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그 중, 최근 제안된 LST(Learn Spelling from Teacher, 이하 LST) 모델 구조는 

[그림 12]와 같이 전체적으로 Student-Teacher 방식으로 학습되는 구조에서 Teacher 

네트워크로 외부의 대규모 텍스트 corpus에 대해서 학습된 LM을 사용해 LM의 Softmax 

출력값을 soft label로 이용하여 학습이 진행된다. 이런 방식으로 ASR 모델 학습을 진행하여 

LM의 지식을 전달하게 되며, 최종 테스트 단계의 추론에는 student 모델인 ASR 모델만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LM 연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Features

Encoder Decoder RNNLM

TeacherStudent

Softmax Softmax

Hard Label Soft Label

Lce + LLST

Ct-1
X1, X2, ..., XT

Yt

Yt-1

Softmax

Hard Label

Encoder

Features

Decoder

Yt Lce

Ct-1 Yt-1
X1, X2, ..., XT

hyp 1 23.6

hyp 2 17.8

hyp 3 26.2

SEPCLS BERT

hyp 1: is fishing the opposite of fusion

hyp 2: is fission the opposite of fusion

hyp 3: is fission the opposite of fashion

n-best

FFNN

y

Si = Si +β·Si
a l

Si 

Si 
a

Si 
l

: final score

: 1st-pass score

: 2nd-pass score

(4)



TEC
H

. D
EEP D

IV
E

197196

[표 3]은 제안된 LST 모델의 결과다.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Shallow Fusion을 적용해도 성능이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성 인식에서 언어 모델의 유용성

최근 음성 인식에 있어 Wav2vec2.0과 RNN-T와 같이 local뿐만 아니라 global 영역에 

대한 정보를 representation에 잘 표현하고 있는 고성능의 E2E 모델이 등장하며 자체 성능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음성 인식기는 일정 구간의 음성이 어떤 단어, 음소로 매칭되는지에 

관심이 몰려 있으며, 기존 AM 또는 E2E 모델 내에서 암묵적으로 학습되는 내부 LM 정보만으로는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의 context dependency를 모델링하기에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음성 인식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전사 과정을 통한 음성과 텍스트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학습되어야 하기에 실제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고유명사나 신조어 같이 

새로 탄생하는 단어들에 대한 학습이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LM의 경우, 비교적 수집이 쉽고, 

음성과쌍으로 이뤄지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지식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 

모델링으로는 부족했던 context dependency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LM은 학습되는 도메인에 의존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LM을 이용하여 domain adaptation을 

이루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리하자면, 음성 인식에서 LM은 음향 및 E2E 모델링으로는 부족했던 context 

dependency를 반영할 수 있고 쌍으로 이뤄지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의 사전지식 사용을 통해 

전체적인 ASR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치며

비록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아주 짧은 글이었지만, 언어 모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현재 많은 연구자가 ASR 모델 자체 성능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언어 모델의 역할이 뒷받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NLP 분야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음성 인식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며 언어 모델을 통한 신조어 및 사투리의 

인식률 향상, domain adaptation 등 실생활에 적용하여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 입장에서

더욱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실험을 구상하고 구현 중이다.

          앞으로도 언어 모델과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며, 음성 인식 관련 

연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표 3] 중국어 데이터셋에 대한 제안된 LST 모델의 CER 결과, SF(Shallow Fusion)

CER%Model

Seq2Seq (baseline)
Seq2Seq + SF

11.4
10.5

10.9
9.9

Seq2Seq + proposed LST
Seq2Seq + proposed LST +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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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만 마음만은 벌써 튜링상을 받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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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좋아하며 40여 명의 대학원생과 주말도 

없이 즐겁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대학원생이 그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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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

AI SERVICE

2022.09

AI 고객센터 ‘Kakao i Connect Center’ 공식 오픈

강북삼성병원과 업계 최초 검강검진 가이드봇
공동개발 착수

AI 기반 물류 생태계 플랫폼 ‘Kakao i LaaS’ 출범

대응가능한 AI 고객센터 구현

BNK캐피탈과 AI 챗봇 통한 디지털금융서비스 제공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자연어이해 등 AI 기술을

바탕으로 365일 24시간 대응가능한 AI 고객센터 구현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연스런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 개발

건강검진 프로세스 효율화, 소통채널 확대

시계열 예측 및 최적화 기술로 물류자원을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AI를 바탕으로 화물업체와 물류센터를 연결해

판매부터 주문, 창고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

상담원의 업무를 지원해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

99.8% 정확도의 세계 최고 수준 한국어 인식 기술 적용

고객 문의, 금리인하요구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특허청과 함께 AI 특허 검색 서비스 구축
AI 기술로 심사대상 문서로부터 키워드 및 핵심문장을 

자동 추출해 유사 선행기술문헌을 검색 추천하여 

행정절차 효율성 높임

지식재산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2022.05

'22년 - 23편

Kakao i Cloud
AI Service

MLOps

'20~22년 - 64편



SELECTED PAPERS
게재연월 학회명 논문명분야

2022년 12월

2022년 12월

2022년 9월

EMNLP

EMNLP

Normalizing Mutual Information for Robust Adaptive Training for Translation

LittleBird: E�icient Faster & Longer Transformer for Question Answering

JETS: Jointly Training FastSpeech2 and HiFi-GAN for End to End Text to 
Speech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

2022년 7월 ICML A Statistical Manifold Framework for Point Cloud Data컴퓨터비전

음성처리
INTERSPEECH
(oral)

2022년 9월
Generalizing RNN-Transducer to Out-Domain Audio via Sparse 
Self-Attention Layers

음성처리INTERSPEECH

2022년 9월
Automatic Pronunciation Assessment using Self-Supervised Speech 
Representation Learning

음성처리INTERSPEECH

2022년 9월
The Emotion is Not One-hot Encoding: Learning with Grayscale Label for 
Emotion Recognition in Conversation

자연어 처리INTERSPEECH

2022년 8월 Connecting a Low Loss Subspace for Personalized Federated Learning머신러닝
SIGKDD 
Research Track

2021년 8월
UnivNet: A Neural Vocoder with Multi-Resolution Spectrogram Discriminators 
for High-Fidelity Waveform Generation

음성처리INTERSPEECH

2021년 8월
Learning to Walk across Time for Interpretable Temporal Knowledge Graph 
Completion

자연어 처리SIGKDD (oral)

2021년 7월
Conditional Variational Autoencoder with Adversarial Learning 
for End-to-End Text-to-Speech

음성처리ICML

kakaoenterprise.github.io

2021년 10월 ICCV Distilling Global and Local Logits with Densely Connected Relations컴퓨터비전

2021년 8월 INTERSPEECH Auxiliary Sequence Labeling Tasks for Disfluency Detection자연어 처리

2021년 8월 INTERSPEECH SE-Conformer: Time-Domain Speech Enhancement using Conformer음성처리

2021년 11월
AligNART: Non-autoregressive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Estimate Alignment and Translate

자연어 처리EMNLP

2021년 11월
An Evaluation Dataset and Strategy for Building Robust Multi-turn Response 
Selection Model

자연어 처리EMNLP

2021년 12월 NeurIPS (oral) Learning Debiased Representation via Disentangled Feature Augmentation컴퓨터비전

2022년 7월
Towards Validating Long-Term User Feedbacks in Interactive 
Recommendation Systems

강화학습SIGIR

2022년 7월
CoMPM: Context Modeling with Speaker's Pre-trained Memory Tracking for 
Emotion Recognition in Conversation

SmoothMix: Training Confidence-calibrated Smoothed Classifiers 
for Certified Robustness

자연어 처리NAACL (oral)

2021년 12월 컴퓨터비전NeurIPS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Lab & Service에서 AI 기술력과 

연구성과를 알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소식들로 

많이 바빴던 만큼, 내년에도 분주히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민  loophy.cho@kakaoenterprise.com

온갖 글을 매일 읽고 생산성 툴을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술을 

어깨 너머로 훔쳐보다 그 기술을 총망라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REPORT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크루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인영  nicole.chill@kakaoenterpr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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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언어처리
국제학회

                        참관기Interspeech

지난 9월,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음성언어처리 국제학회 

INTERSPEECH 2022(이하 인터스피치)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다. 인터스피치는 음성언어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학회로, 지난해 체코 브루노를 거쳐 올해 

국내에서 열렸다. 이번 학회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4편의 논문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플래티넘 스폰서 

기업으로 참여했다. 이로써 2019년말 카카오에서 분사한 

이래 인터스피치에서 3년 연속 연구성과를 선보이며, 

총 8편의 논문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크루들이 이번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함께 다양한 활약과 

성과 등을 소개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INTERSPEECH 2022에 가다

INTERSPEECH 2022 
Main Conference

KAKAO ENTERPRISE INSIDE

국내를 무대로 열린 INTERSPEECH 2022

올해 인터스피치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됐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여러 

글로벌 AI 기업이 1,100여 건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56개국의 다양한 국가에서 약 2,300명이 참여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약 1,500명의 인원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인터스피치는 오전, 오후에 걸친 2-3회의 구두 

발표와 포스터 세션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Q&A 세션으로 

이뤄졌다. 2시간 정도로 할당된 구두 발표와 포스터 세션이 

동일한 시간대에 각각 1층과 2층에서 진행돼 자유롭게 

이동하며 들을 수 있었다. 층마다 다양한 스폰서가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중간마다 스탠딩 테이블이 있어 누구나 

자리를 잡고 준비된 다과와 함께 발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터스피치에서 실용적인 AI라는 주제로 4편의 논문을 

등재했다. 이 중 한 편은 인터스피치 등재 논문 중에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아 구두(oral) 발표로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발표장을 열정과 흥미로움을 가득찬 이들로 빼곡해 

학회장의 뜨거운 열기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

01  참고   kakaoenterprise.github.io/papers/interspeech-jets

02  참고   kakaoenterprise.github.io/papers/interspeech-rnn-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발표 논문 소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인터스피치에서 음성처리 

관련 논문 3편과 자연어 처리 관련 논문 1편, 총 4편의 

논문을 등재했다. 각각의 논문 연구 내용과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JETS: Jointly Training FastSpeech2 and HiFi-
GAN for End to End Text to Speech》

인터스피치 등재 논문 중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아 구두 

발표로 소개된 ‘JETS: Jointly Training FastSpeech2 

and HiFi-GAN for End to End Text to Speech’01는 

사람처럼 말하는 AI에 대한 연구 내용이었다. 해당논문은 

임단, 정성희, 김의성 연구원이 참여했으며,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연스러운 고품질 음성 개발 

방법론을 제안한다. 19일 구두 발표를 통해 ‘E2E-TTS

(종단 간 음성 합성)’ 기법으로 기존 ‘뉴럴(Neural) TTS’ 

개발 과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기존 뉴럴 TTS 

개발 과정에서는 2개의 모델이 각각 학습한 뒤 파인튜닝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E2E-TTS 기법을 

사용하면 기존 기법보다 학습 과정을 단축할 수 있고 

더욱 높은 품질의 음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E2E-TTS 

방법론은 이미 ‘카카오 i 커넥트 센터’, ‘헤이카카오’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딥러닝 TTS가 쓰이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다.

《Generalizing RNN-Transducer to Out-Domain 
Audio via Sparse Self-Attention Layers》

‘사람처럼 말하고 이해하는 AI’가 되기 위해서는 AI도 

사람처럼 긴 음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지혜 

연구원이 공동 1저자로 참여한 ‘Generalizing RNN-

Transducer to Out-Domain Audio via Sparse 
Self-Attention Layers’ 02는 탈락 오류(deletion 

error)에 대응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탈락 오류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특성이 불일치하면서 

발생하는 음성 인식 오류 중에서 음성 길이가 길어졌을 

때 많이 발생하는 음성 인식 오류다. 기존 음성 인식기가 

학습한 환경과 실제 음성 인식기가 활용되는 서비스 

환경에서 음성을 입력할 때도 성능에 저하 없는 

안정적인 인식 성능은 중요한 과제다. 긴 발화의 경우 

탈락 오류로 음성 인식기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음성 인식 

기능 성능을 기존 대비 27.6% 향상했다.

《The Emotion is Not One-hot Encoding: Learning 
with Grayscale Label for Emotion Recognition in 
Conversation》

우리는 말에 감정을 실을 때 단순히 하나의 감정만 싣지 

않는다. 슬픔과 억울함, 기쁨과 행복 등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을 싣는다.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AI가 이해한 

문장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필요하다. 이때 AI가 문장에 

실린 감정을 이해해야 문맥에 어울리는 답변을 고를 수 

있다. 이주성 연구원은 ‘The Emotion is Not One-

hot Encoding: Learning with Grayscale Label 
for Emotion Recognition in Conversation’ 03에서 

[그림 1] 구두 발표 중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크루의 모습

03  참고   kakaoenterprise.github.io/papers/interspeech-

                emotio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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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기존의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은 

한 가지 감정은 인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가는 대화의 의도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이주성 연구원은 그레이스케일 

레이블(Grayscale Label)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 

다양한 감정 분포 학습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방법론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형 AI인 ‘AIaaS(AI-as-a-

Service)’에 적용돼 전반적인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발화에 

담긴 의도를 분석하거나 자연스러운 대답을 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Automatic Pronunciation Assessment using 
Self-Supervised Speech Representation Learning》

마지막 논문은 영어 공부를 하는 모두가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다뤘다. 김의성, 전재진, 서혜지, 김훈 연구원은 

‘Automatic Pronunciation Assessment using Self-
Supervised Speech Representation Learning’ 04를 

통해 비원어민 학습자들의 영어 발음이 원어민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려주는 AI를 선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 

발음을 점수화해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어 발음을 

평가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 기존 학습 방법 대비 

30% 향상된 성능이 검증됐다. 이 알고리즘은 영어 교육 

전문회사 (주)잉글리시헌트와 공동 개발한 모바일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비바부 잉글리시’에 도입돼 AI 집중도 분석 및 

발음 평가 기능과 개인화된 AI 학습 리포트에 사용되고 있다. 

04 참고   kakaoenterprise.github.io/papers/interspeech-pronunciation

[그림 2]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 중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크루의 모습

카카오엔터프라이즈
in INTERSPEECH 2022

노란색으로 가득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스

2층 포스터 세션과 1층 구두 발표를 모두 듣고 나오면 

바로 눈앞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샛노란 부스를 찾을 

수 있었다. 시야를 꽉 채우는 노란색 부스는 왼쪽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기술을 소개하는 데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으로 만나본 기술을 왼편 벽에 

정리된 ‘Kakao i’로 보니 필자도 다시 한번 영상 속 내용을 

복습하는 느낌이었다. 오른편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스를 소개하고 인재 등록을 한 뒤에 받아 갈 수

있는 캐릭터 굿즈를 배부하는 인포데스크가 있었다. 

인포데스크의 친절함에 많은 분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특히 책자를 활용한 연구 프로그램 설명이 

좋으셨다고 한다. 인재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굿즈는 

클리어 파일과 춘식이 텀블러로 구성돼 많은 분이 

만족해하셨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19일부터 21일,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3개의 포스터 세션에서 위 논문들을 발표했다. 

포스트 세션에서 크루들은 안경을 쓴 라이언이 프린트된 

샛노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학회장에서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논문 발표 때마다 많은 참관객이 

모여들었고, 크루들의 발표를 경청해 주었다. 

즉석 Q&A 열기 또한 뜨거웠다. 포스터 세션이 마무리되는 

21일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더스트리 톡

  (Industry Talk)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이철민 

STT엔진개발파트장은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이롭게 

만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실용적인 AI에 대한 

연구성과를 소개했다. 인터스피치가 음성언어처리 학회인 

만큼 음성 인식과 합성,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비전, 시계열 예측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공개했다. 위 논문 4편과 두 개의 세션이 목표하는 지점은 

사람처럼 말하고 이해하는 AI이다. 사람처럼 말하고, 듣고, 

감정을 실으며, 발음의 유사성도 신경 쓰는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다.

[그림 3] (상) 인더스트리 톡에서 발표하는 이철민 STT엔진개발파트장

[그림 4] (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스 전경



209

KA
KA

O
 EN

TER
PR

ISE IN
SID

E

인포데스크 오른편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이번 

인터스피치에 등재한 논문 4편을 포스터로 볼 수 있었다. 

구성이 한눈에 들어와 보기 좋았다는 평이 있을 만큼, 

부스에 들러주신 분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부분이었다. 

실제로 논문에 대한 관심으로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과 논문 

발표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스에서 이목을 끈 부분은 바로 인재 영입 상담 부스였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사를 담당하는 KX실과 카카오 

공동체 최대의 AI 전문 조직인 AI Lab & Service실의 

크루가 직접 참관객의 질문에 답해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자 했다. 상담에 참여한 이들은 단순히 취업에 필요한 

이야기를 넘어, 실제 연구와 밀접한 고민, 실무적인 

내용까지 나눌 수 있어 크게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인재영입 상담을 마치면 커피라운지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커피와 무료 베이커리 이용권도 받을 수 있었다. 

약 140명이 상담 후 커피라운지에서 춘식이와 라이언, 

죠르디 인형과 함께 휴식을 만끽했다. 4일 동안 쉴 새 

없이 운영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부스에 1000여 명이 

다녀갔는데, 이는 약 1500명의 인터스피치 오프라인 

참여자 중 3분의 2에 달한다. 또한 부스 방문객 중 절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재풀에 등록했을 정도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그림 5] (상)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스에서 발표한  논문 요약본을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모습

[그림 6] (하)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재영입 상담 부스 전경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문화를 보고 듣는 자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PARTY

발표된 논문에 대한 토론의 장과 커뮤니케이션은 

각 기업만의 문화가 가득 담긴 행사에서도 계속된다. 

오프라인 학회 참석자들에게는 저녁마다 열리는 

다양한 기업 행사 중 어느 행사를 참여할지 결정하는 

것도 행복한 고민이었다고 한다. 그 행복한 고민의 

끝에, 인터스피치 2일 차 화요일 저녁에 열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PARTY를 선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100%가 넘는 참석률을 

기록한 이번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PARTY는 편안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네트워킹 파티 콘셉트로 사전 

등록자 수보다 많은 참석자와 함께 성황리에 진행됐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Lab & Service실의 Voice 

Interface팀이 소개하는 연구 개발 경험, 최신기술

동향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130여명의 참석자와 공유하며 자연스러운네트워킹 

시간을 보냈다. 필자와 이야기를 나눈 참석자 역시 

이전에는 표면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자유로움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크루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참여하신 분들은 도착해 이름표와 카카오의 귀여운 

캐릭터 굿즈도 받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포토존에서 

스냅숏도 찍을 수 있었다. 이번 파티를 준비한 크루들도 

행사 마무리 후 한껏 웃음 띈 얼굴로 단체 사진을 찍으며, 

행사에서의 즐거움을 남길 수 있었다. 음식도, 분위기도 

모두 좋았던 이번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PARTY의 

마지막 순서는 럭키드로우였다. 화려한 상품 라인업도 

눈이 부셨지만, 모두가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이 터졌다. 

1등 에어팟 맥스 당첨자가 연속으로 두 번이나 나오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번호를 부를 때 모두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필자도 어느 분이 받으실지 절로 기대가 

됐다. 마침내 뽑힌 당첨자를 축하하는 훈훈한 박수와 함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PARTY의 모든 순서가 종료됐다.

[그림 7]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PARTY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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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내 부스에 이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만의 특색이 가득 묻은 AI PARTY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오랜만에 열린 

오프라인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려  어디부터 다녀야 할지 막막했지만 금새 행사장에 적응해 활기를 되찾고 함께 즐길 수 

있었다. 필자뿐만 아니라 부스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PARTY에 참여한 많은 연구자도 모두 즐거운 추억을 남겼으리라 

확신한다. 이번 인터스피치를 마치며 가장 열의를 불태웠을 크루들의 후기를 끝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터스피치 

참관기를 마친다.

더욱 큰 무대에서 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기대하며

사토시 Satoshi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좋은 

회사라는 자부심이 차오르고 

개인적인 연구에 동기부여가 

많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부스에 

방문해주시는 분들과 AI PARTY에서 

만난 학생 연구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희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포인트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맛에 학회 오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공통 

관심사로 한데 모여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흔치 

않아 굉장히 소중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루피 Loophy

전 이번이 첫 국제학회 

참석이었는데요! 지난 몇 개월간 

부스부터 AI PARTY 행사까지 여러 

준비들로 분주했지만, 성공적으로 

학회를 마칠 수 있어 너무나도 

보람차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학회 기간 샛노란색으로 물들었던 

송도 컨벤시아를 떠올리니 또다시 

마음이 벅차오르는데요.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저희 크루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내년에도 또 

멋진 연구성과들로 국제학회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크게 빛을 

발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앨리 Ally

제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입사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출장, 

첫 오프라인 대외 행사였습니다! 

우리 크루들이 뛰어난 것도, 우리의 

라전무와 춘식이가 세상 귀여운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국제적인 

학회에서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받으니 새삼 자부심이 어깨를 지배해 

버렸답니다. 입사 전 내가 멋지다고, 

부럽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있음을 

다시 체감했습니다.

[그림 8] 열정을 담아 이번 인터스피치에 참여한 크루들

온갖 글을 매일 읽고 생산성 툴을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술을 

어깨 너머로 훔쳐보다 그 기술을 총망라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REPORT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크루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인영  nicole.chill@kakaoenterpr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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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리아  카카오의 커뮤니케이션 허브인 아지트에 크루들이 

의견을 이야기할 때 과감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충격적이고 

멋있어요. 그리고 그 의견들이 우리 문화에 반영되고 생활 

범주로 적용되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해리  신입인데도 비교적 큰 역할들이 주어지는 게 

충격이었어요. 저희 팀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술 

도입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도전적인 의견을 되게 잘 

받아들이시거든요. 신입이지만 제 의견에 실리는 책임감이 

크죠. 제가 한 말이 진짜로 받아들여져서 프로젝트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이그레이션 작업할 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보자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덕분에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실력도 그만큼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분위기에요. 제안하는 이유와 

배경을 잘 설명드리기만 하면, 바로 추진해보라고 힘을 

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한 마디 한 마디에 프로젝트 방향성이 작게든 크게든 

달라지니까.

메이  저도 해리 말에 동감해요. AI 매시업이라고, 테크 

그라운드02 기술을 이용해 크루와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때 사용할 기술 스펙을 선정할 때 제 의견에 

긍정해주시니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열린 환경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의견이 실제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신기해요. 어느 개발 환경보다 제 기여도가 높은 

느낌이에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홀로서기 3년차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누구와 일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타이밍이 없다. 

3년 동안 만들어나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문화를 

크루에게 직접 듣는 방법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되돌아봄의 과정을 

다섯 명의 크루와 함께했다. 커머스비전기술파트의 

마이클, AI기획파트에서 올해 MLOps 출시를 담당한 

에디, 그리고 AI플랫폼FE파트의 해리, 리아, 메이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만들어 나갈까?

‘함께라면 두렵지 않은’
      를 만드는 사람들AI

01  설명   AI Lab & Service 개발자들이 만드는 AI 기술의 데모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labs.kakaoi.ai

[그림 1] 왼쪽부터 리아, 해리, 메이(아래)

에디  프로젝트 중요 기점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 크루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친목을 다지는 경우가 많아서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니 무척이나 의미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업무시간에 크루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지만, 점심 

식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자연스레 업무 문화와 

협업 방식, 아니면 업계 동향 등 조금 더 근본적인 대화나 

거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야기가 이뤄져요. 

어떤 식으로 일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자칫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식사와 함께 부드럽게 

이뤄지는 대화는 결국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동료이자 

식구라는 인식 속에서 거부감 없이 오고 갈 수 있으니까요.

니콜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분사라는 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분사 전후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이클  분사 전에는 목표 지점에 닿기만 하면 되니까 

최종 지점을 인지하고  주변의 여러 점을 잇는 방법을 

고민했다면, 분사 후에는 목표 지점까지 가장 빠르게 

다다를 수 있는 눈 앞의 점을 찾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학습의 과정에서 항상 최적의 점을 찾아 이동하는 

것처럼요. 반구형 그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릇을 목표로 향하는 수많은 길, 그릇의 가장 깊은 곳을 

목표, 구슬을 나라고 설정해보죠. 반구형 그릇 테두리에 

구슬을 놓으면 어느 면에서 시작하든 맨 밑 가장 깊은 

곳으로 가요. 어디 놓든 구슬은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놓는 위치에 따라서 빨리 내려가기도 하고, 

회오리처럼 돌면서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분사 

전에는 위도 보고, 옆으로도 가봤다면 분사 후에는 좀 더 

빠르게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중이에요.



215

KA
KA

O
 EN

TER
PR

ISE IN
SID

E

[그림 2] 마이클

니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크루의 모습을 이야기해주세요.

에디  자아가 견고하고 자신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크루들은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의 전문 분야를 정확히 알고 있고 자기 확신이 탄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과 일하는 환경이 좋아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타인이 본인을 신뢰할 수 있고, 확신이 

있는 본인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리아  다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배려하는 점, 모든 

크루의 의견을 유효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배우고 싶은 공통점도 있는데, 철저한 

시간 관리와 문서화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 AI기획파트와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분들은 주어진 

일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화해내시거든요. 회의록 정리도 

회의 시간에 모든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회의가 끝나면 

문서로 투명하고 깔끔하게 정리 되어 회의 내용이 공유돼요. 

저도 이 두 가지 능력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들어오시는 크루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자세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 자세가 개발할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발하면서 듣는 한 마디 한 마디에 

개발자의 의지가 꺾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좋은 

경력직분들 전부가 저희를 동등한 개발자로서 대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세를 배우고 저 역시 뭔가 의욕을 꺾는 

말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려 노력하게 돼요.

해리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모두가 본인의 

할 일을 각자 잘 스케줄링 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인터뷰하면서 생각해보니 새삼 신기한 게, 저희 

파트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우리 이거 해야 돼요'라고 

공유해요. 다음 날이 되면 그 큰 프로젝트의 태스크를 

어떻게든지 각자 분배해서 자발적으로 맡으세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기한에 맞춰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에요. 문화라는 단어 보다 

분위기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컨퍼런스에 가면 발표자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경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도 도전적이고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새로운 크루 역시 그러한 문화를 기대하고 

본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 3] 에디

마이클  말랑말랑한 개발 문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팀원이 1대1로 만나 연구 주제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고, 

듣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저희 팀에서는 ‘연구 미팅'이라고 

불러요. 이 미팅을 위해 발표 자료를 매번 만들어 오시는 

분도 있을 만큼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주제도 

다양해요. 업무에 관련한 주제일 수도 있고, 작성하는 

논문에 관한 디스커션일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얻어가는 것도 많아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니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언제 내가 조금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마이클  제 스스로를 일 중독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이 

목표한 만큼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 안 되는 일이 100개가 쌓이다가 한 번 되면 그 한 번이 

주는 희열이 커서 계속하게 돼요. 일하다 보면 1, 2주는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가거든요. 학습시키고 기다렸는데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방향은 맞는데 원하는 

수치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고민 끝에 일이 제대로 굴러갈 때 희열이 되게 

커요. 딱, 강렬하게, ‘됐다'는 느낌과 ‘이제 내려놔도 된다', 

‘이걸 덮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에디  나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자기 확신과 자기반성, 이 세 가지를 이용해 

난관을 돌파하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인류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왔던 것처럼 

제 인생사의 발전 방향도 긍정적일 거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자기 확신이 

들고, 혹여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실패를 개인의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반성의 시간으로 해석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에요.

해리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워라밸은 없다고 믿거든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인생의 절반이 

넘더라고요. 일과 생활을 분리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도 제 생활이라고 받아들이자고 마음 

먹었어요. 저는 이걸 라라밸이라고 불러요. 라이프 라이프 

밸런스를 줄여서 라라밸. 그렇게 라라밸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라라밸로 받아들이는 데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도와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야근할 때 

먹는 저녁밥도 챙겨주고, 퇴근 택시도 챙겨주고, 평소에도 

공부할 시간 충분히 주고, 스터디할 환경도 자유롭고. 

뭘 해도 다 챙겨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잠이 중요한 편인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누가 몇 시에 출근했냐고 아무도 묻지 않아서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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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근태관리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라라밸을 즐긴다고 표현해요.

메이  개발자는 다 공감하시겠지만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만큼 큰 스트레스 해소제가 없거든요. 최근에 개발자 

타임스크립트를 쓰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가 있어서 

다른 크루와 스터디를 통해 해결했더니 그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함께하는

두렵지 않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라면

홀로서기가 길어질 수록 카카오엔터프라이즈만의 

분위기는 다듬어질 것이다. 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크루의 이야기만큼 진실하고 진솔한 것이 있을까.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항로가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지만, 미지의 장애물을 극복할 때 그 모든 과정을 나와 

함께하는 크루가 있다면 든든할 것이다. 크루와 함께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만의 문화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전해졌길 바란다.

[그림 4] 마이클

온갖 글을 매일 읽고 생산성 툴을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술을 

어깨 너머로 훔쳐보다 그 기술을 총망라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REPORT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크루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인영  nicole.chill@kakaoenterpr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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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동향: 미국와 EU를 중심으로

< 미국의 AI 권리장전 청사진 >

지난 10월 4일 미국은 AI 권리장전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01발표를 통해 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AI 개발과 사용, 배치에 대한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청사진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Safe 

and E�ective Systems)’, ‘알고리즘 차별 방지

(Algorithmic Discrimination Protections)’, ‘데이터 

관련 사생활 보호(Data Privacy)’, ‘충분한 고지와 

설명(Notice and Explanation)’, ‘대인 서비스 제공’, 

총 5가지 원칙을 포함한다. 이 문서는 이용자가 AI가 

작동 중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기반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데이터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인 서비스 제공’ 

항목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 AI 대신 대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AI의 활용 및 의존도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와 반대되는 것으로, AI와 관련한 

윤리 문제를 대처하는 면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처럼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부 주 단위에서 AI 관련 입법 및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특징을 가진다.

스마트폰 카메라, 화상회의, 자동번역 등의 일상 속 

서비스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초거대 AI까지 

인공지능의 영역은 넓어지고 있고, 높은 편의성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는 서비스가 지속해서 

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많은 투자와 R&D를 

진행하고 있는 등 기업 주도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은 자체 원천기술 또는 공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빠른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서비스에 녹여내고 있다. 각 기업이 서비스 경쟁을 하며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가 아닌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은 전통 산업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에 기업주도의 

기술개발이라는 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환상이 

맞물리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기업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편향적 인공지능을 지양하고 윤리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시작하며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  국내외 동향

KAKAO ENTERPRISE INSIDE

04  참고   ai-regulation.com/european-commissions-high-level-expert-group-
                 released-their-final-assessment-list-for-trustworthy-artificial-
                 intelligence-altai 
05  참고    www.technologyreview.kr/guide-ai-act-europe

01  참고   www.whitehouse.gov/ostp/ai-bill-of-rights
02  참고    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ethics guidelines-
                trustworthy-ai
03  참고   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73

                               가
바라보는      윤리

Kakao Enterprise
AI

< EU의 AI Act >

EU의 경우, 21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 및 역기능 방지를 위한 규제안 ‘AI 

Act’를 제안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19.4),02 인공지능 백서(20.2),0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목록(20.7)04의 주요 내용이 담긴 

광범위한 규제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최초의 법이며 ,05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표 1]처럼 ‘금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과 

같이 4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인공지능은 여러 국가의 입법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내 입법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참고되고 있어 국내 동향 소개 이전에 고위험 인공지능의 

종류 및 논란이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국외 동향: 고위험 인공지능

EU는 AI Act를 통해 인공지능을 네 개의 위험도로 나눴고, 

그중에서도 법안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고위험으로 

분류한 인공지능이다. 이 법안의 절반 이상의 조항이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 광범위한 강행규정06,07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 행사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는 AI 시스템’이라고 명명하였으나, 법안을 

살펴보면 서비스가 아닌 기반 기술 자체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상당한 범주의 

06  설명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 위험관리시스템 구현, 데이터셋에 대한 품질기준 준수 및 

                  거버넌스 관리, 기술문서 작성, 시스템 로그 자동 기록, 인간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설계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주체(공급자, 수입업자, 

                  배포자,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07  설명   금지된 인공지능의 경우도 개발 및 운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8  설명   기존 산업에서 인용한 고위험 인공지능 항목이 아닌 유럽 규제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준으로 추가 정의한 사항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EU가 정의한 고위험 인공지능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위험등급

금지
Unacceptable Risk

고위험 
High Risk

제한된 위험
Limited Risk

최소 위험
Minimal Risk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유해한 인공지능

안전, 기본권 등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람과 상호작용하도록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

금지, 고위험, 제한된 위험을 제외한 
인공지능 시스템

잠재의식 활용 등 인간의 행동을 유해한 방식으로 조작하는 경우
연령, 신체, 정신적 장애 등 특정 집단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의 행동.특성을 기반으로 신뢰도를 평가 및 분류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단, 실종아동 수색, 범죄자 수색 등의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

생체인식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도로, 교통, 물, 가스, 전기 등의 공급 관리 및 운영 관련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고용 및 직업 훈련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등

감정인식, 생체분류 시스템
콘텐츠 생성 및 조작 시스템

주요내용 주요사례

[표 1] EU의 인공지능 시스템 위험 수준 분류

[표 2] EU가 정의한 고위험 인공지능 8가지 08

1  원격 생체인식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2  도로 교통, 하수(물), 가스, 난방 및 전기 공급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안전 구성 요소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3  교육 및 직업 훈련 기관에 접근하도록 결정하거나 일반 이용자를 
    교육 훈련 기관에 배정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학생 평가 및 입학 과정에서 평가하는 시스템 포함)

4  고용, 근로자 관련 공고 및 선발에 활용, 승진 및 해직 등에 대한 
    결정, 성과 평가 및 근로자 행동 평가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5  공공서비스의 수혜 대상자 여부 판별, 신용도 평가, 
    응급상황에서의 우선순위 설정 등 공공서비스 혜택 판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6  범죄예측, 거짓말 탐지기, 딥페이크 탐지, 증거 신뢰성에 대한 
    평가 등 수사, 사법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7  여행문서 진위 확인 및 문서 작성 지원, 신청인에 대한 적격성 평가, 
    거짓말 탐지기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8  사실 및 법에 대한 해석 및 입법에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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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8가지 항목 중 이용자의 생명, 기본권 침해 등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쟁점은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고위험의 인공지능 기술로 규정할 

것인가?’와 8가지 서비스 모두 '인간이 개입할 수 

있음에도 인공지능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EU에서 

규정한 고위험 인공지능이 모두 ‘위험한’ 시스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천 기술과 

요소 기술의 결합 및 HW, SW적인 개발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용 되는데, 

서비스와 기술을 동일시하게 될 경우 기술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평가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다면 

‘학생이 작성한 글의 의미를 분석하는 기술’, ‘사람의 

글씨를 판독하고,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OCR)’, ‘Computer Vision’, ‘NLP’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SW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적용되는 요소 기술들의 

자체적인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표 4] 국내 인공지능 관련 정책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고위험 시스템이라고 인식되는 

경우,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위험한 기술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국내 동향

국제 흐름에 맞춰 국내도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9건 발의(22.12월 기준)09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인공지능 신뢰성 개발 안내서, 

인공지능 윤리교육 총론,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 

인공지능 활용과 개발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을 발표해왔다. 일부 발의안들은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등 EU의 법을 차용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설명 가능성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 

역시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신뢰성 개발 안내서
시스템 구현 요구사항 중 하나로 투명성 제시,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설명 가능성, 이상 및 편향 데이터 제거 등 명시

인공지능 윤리교육 총론 
윤리교육의 10대 핵심 요건 중 하나로 투명성 제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
교육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공지능 의사결정 맥락을 전제한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명시

인공지능 활용과 개발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인공지능의 판단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 보장 규정

[표 3] 국내 주요 인공지능 발의안의 고위험 인공지능 규정 여부

정필모

제2조 제2호

2.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부당한 차별 및 편견의 확산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2조 제3호

3.   '고위험인공지능'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윤영찬

09  설명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이상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안민석),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조해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준 2가지

위험도가 낮은 인공지능일수록 사용자의 신뢰도는 

올라간다. 이때 인공지능의 신뢰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신뢰도 판별을 위해 설명 가능성(투명성), 

공정성(편향적이지 않은 서비스 제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엔진의 추론 

결과에 대한 근거와 추론 과정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 

가능성 재고를 통해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설명 가능성은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교육부)’, ‘인공지능 윤리교육 

총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사실상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관리가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투명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일반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영역에까지 기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설명 의무가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공지능의 공정성

인공지능의 공정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적용된 영역에서 편향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나오면서 공정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향적이지 않은 

인공지능은 데이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따라 편향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이는 주로 데이터 수급이 

어렵거나 데이터 자체에 불균형성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인데, 문제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제약조건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편향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려할 부분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편향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의미이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노력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컴퓨터비전, 자연어 처리,음성처리, 

시계열 예측 및 최적화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서비스화하여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B2C를 넘어 B2B 영역까지 서비스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술윤리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설명 가능성과 공정성을 모두 갖춘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1   사회 윤리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하며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

2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강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노력

3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 데이터 수집, 관리 및 활용 등에서 사회 
    윤리에 근거하여 노력

4  알고리즘이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

5  이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노력

6  기술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편익과 행복을 증진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

7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의 노력

8  서비스, 기술 설계 및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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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기술블로그 테크앤(Tech &)의 모습

카카오는 국내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제정하여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및 사회적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 

윤리 헌장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서비스 관리를 위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노력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기술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서비스의 경우는 그 영향도를 

예측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신중한 논의를 통해 

기술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모든 

인공지능 기술을 상업화하지 않고, 기술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서비스 영역에만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직전까지 윤리적 

이슈가 발생할지에 대한 검증을 지속해서 수행하며, 

출시 전 사내 테스트를 통해 모든 직원이 기술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노력은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된다. 사실상 전 

직원이 서비스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서비스 

10  참고    tech.kakaoenterprise.com

오류가 발견될 때마다 개선요청을 하고, 관련 개발조직은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노력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발표한 논문부터 서비스에 적용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술블로그 

Tech &(이하 테크앤) 10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노력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테크앤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인공지능 

원천 기술에 대한 설명,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기술하고 있다. 서비스 과정에서 기획자와 개발자가 

고민하는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기술 

영역 외에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추구하는 서비스 운영 

철학도 엿볼 수 있다.

[그림 2] GitHub에 공개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기술 논문 목록

11  참고    kakaoenterprise.github.io

또한 GitHub11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글로벌 주요 

학술지에 발표한 기술 논문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개발자 

및 기술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는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술/연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난 7월 25일 카카오는 국내 기업 최초로 

기술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기술윤리위원회는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들의 AI 윤리규정 준수 여부와 위험성 점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체계적 정책 개선을 위한 

조직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또한 기술윤리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술·서비스 부문별 주요 책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술윤리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서비스 전반에 대한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AI 적용 서비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윤리점검 항목 및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 윤리적 방향성을 논의하는 중이다.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기술윤리위원회에서 

수립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자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예정이다.

많은 학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미래가 

달라지리라 예측하고 있다. AI 스피커로 대변되던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주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기술로,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기술로 우리의 미래를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바꾸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의 노력이 있다. 반면 영화나 문학 작품 등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디스토피아적(Dystopia) 

관점에서 그려내기도 한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거나 

세계를 종말로 치닫게 하는 기술로 그려내면서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알파고 이후 

인간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고 있다는 

위기감도 중요한 대목이다. EU 및 국내 법안들이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것 또한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인공지능 역시 SW의 한 영역이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보조하거나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기술 

개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편향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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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에 대해 글을 작성하며, 윤리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술 윤리 이전에 나는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쩌면 기술이 저보다 더 윤리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AI 윤리는 사업자, 이용자, 정부 등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 우리의 고민이 인공지능이 

만들어 나갈 미래를 조금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고재희  joy.25@kakaoenterprise.com

19세기 초에는 섬유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고, 

20세기 초에는 마차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보급화를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괴적 혁신을 가진 기술은 윤리적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AI는 기존과는 다르게 

사람의 대체가 아닌, 사람과의 협업으로 나아가는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기술 역사의 중요한 분기를 생생한 현장에서 

고민하며 보낼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은주  lani.sun@kakaoenterprise.com

인공지능 서비스도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의미가 

있기에, 기업은 문제 발생 시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이에 정부도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SW가 윤리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을 향한 윤리기준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 화두가 

되었으며, 이에 정부와 기업은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AI 윤리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작업은 이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AI 대 인간이 아닌, AI와 인간의 협업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길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개발 운영 기업으로서 이용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고, 이용 과정에서 불쾌감을 가지지 않으며, 

보편적인 사회 규범 가치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국내 최초 알고리즘 윤리헌장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윤리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

서비스 관리
    기술윤리에 부합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었을 경우에 서비스 출시 고려
    기획-개발-운영 전 단계적으로 윤리적 이슈 고려, 검증절차 진행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블로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GitHub: 해외 학회 등에 제출한 기술논문 전체 공개

기술윤리위원회 운영
    카카오 각 공동체별 기술윤리위원회 구성
    기술/서비스 부문별 주요 책임자 참여
    윤리점검 항목,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윤리 방향성 논의

인공지능 윤리를 지키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미국
선언문 형태의 권리장전 발표

EU
AI 규제 법안 제정 추진 중 위험도 기반
4가지 분류 (금지, 고위험 등)

인공지능 윤리 관련 주요 동향

한국
부처별 가이드라인 제작 AI 입법 관련 논의 단계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포인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인공지능 작동 결과의 합목적성 및 원리를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함

공정성
인권에 반하는 편향적인 서비스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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