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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봇 프레임워크의 Dialog와 HeroCard를 활용하여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초보자를 가이

드 해 줄 수 있는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의 성향에 

맞는 게임 속 캐릭터를 추천해 줄 수 있고 게임 내 요소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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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게임의 인기를 측정할 때는 게임을 실제로 하는 사용자의 수를 

파악하면 짐작할 수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동시 접속자 수는 

2013년에는 약 500만 명, 꾸준히 접속하는 사용자의 수도 1,200만 

명, 매달 1번 이상 접속하는 사용자 수는 3,200만 명에 달했다[1]. 

2014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PC게임 이용 시간 점유율 1위로 

2위와는 3배의 가까운 격차가 발생하였다. 2019년 8월 기준으로는 

각 서버별 최고 동시 접속자 수 기록은 800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데 게임이 

연차가 지남에 따라 신규 사용자의 유입은 전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사용자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사용자를 위한 게임 내 요소 소개와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캐릭터를 추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Fig. 1. 리그 오브 레전드 글로벌 이용자 수치[2] 

II. League of Legends Beginner Guide Chatbot 

Design 

본 논문에서는 Dialog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게임 

내 캐릭터 추천과 처음 게임을 접하면 생소한 게임 속 요소에 대한 

소개와 설명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 이 챗봇의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Fig. 2. League of Legends Beginner Guide Chatbot Architecture

III. League of Legends Beginner Guide Chatbot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는 Dialog와 HeroCard를 활용하여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이용하는 플레이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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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캐릭터 추천과 게임 요소 소개 분기점

그림 3과 같이 성향에 맞는 캐릭터를 추천받을지 아니면 게임 

내 요소를 소개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분기점이 배치되어있다. 각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지에 따른 내용이 진행된다. 

그림 3의 ‘저한테 맞는 챔피언을 찾아볼래요.’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4와 같이 캐릭터 추천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4의 왼쪽은 성향에 

맞는 캐릭터를 추천받는 선택지이다. 5개의 포지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사용자의 성향을 물어보는 질문이 뒤를 따르는 형식이다. 그림4의 

오른쪽은 게임 내 요소를 소개하고 선택하면 선택한 요소를 설명해주

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3의 ‘게임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요.(게임 설명).’버튼을 클릭하

면 그림 5와 같이 게임 요소 소개 화면이 나타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봇 프레임워크의 Dialog와 HeroCard를 활용하여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초보자를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챗봇은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캐릭터를 

추천하거나 게임 내 요소를 소개하는 선택지가 나오고 캐릭터 추천을 

선택하면 사용자의 성향을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을 토대로 사용자에 

적합한 캐릭터를 추천해줄 수 있고, 게임 내 요소를 소개받는 선택지를 

고르면 처음 하는 사용자에게 생소한 요소들을 설명해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캐릭터 추천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다른 선택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하였다.

Fig. 4. 캐릭터 추천

Fig. 5. 게임 요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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