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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Azure 기반의 운동 방법 안내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챗봇은 자동 추천

과 부위 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 추천은 본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거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에

게 권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챗봇은 사용자에게 맞춤 운동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키, 몸무게, 

나이, 성별 같은 사용자 정보를 입력시킨다. 그리고 운동 부위 선택 기능은 사용자가 운동하고 싶은 특정 부

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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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 회의에서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미래의 키워드로 ‘ChatBot’을 언급했다. 그 후 

ChatBot이라는 용어는 엄청난 동력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업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메신저 형식으로 이루어진 ChatBot의 

편리성, 뛰어난 접근성 등은 4차 산업과 맞물려 새로운 세대의 기술로 

촉망받는다. 이런 챗봇의 우수한 능력은 고객 상담 역할, 추천에 

널리 쓰이며 ‘다음의 기술’로서 가능성을 꾸준히 입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신체 특성을 파악하여 운동 부위 별 운동법

을 추천해주고 유도하는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사용자가 일일이 

웹사이트나 동영상으로 운동법을 손수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I. 운동 방법 안내 챗봇 설계 

본 논문의 챗봇은 기능 봇(Function Bot)이라고 지칭되는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이 챗봇은 사용자와 간단하고도 신속한 대화 처리를 

위해서 선택형 ChatBot-자연어와 달리 사용자에게 답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운동 방법 안내 챗봇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하나인 Microsoft Azure 

기반으로 자동 추천과 부위 선택 메뉴로 구성한다. 자동 추천은 사용자

의 정보를 받아 운동 방법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부위 선택은 

상체, 하체, 복부, 상세 부위라는 큰 부위의 틀을 만들고 사용자는 

세부 부위를 요구하는 방식이다[1].

III. 운동 방법 안내 챗봇 구현

운동 방법 안내 챗봇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하나인 Microsoft Azure 

기반으로 자동 추천과 부위 선택 기능으로 구성한다. 

Fig. 1. 자동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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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자동 추천은 본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거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권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챗봇은 

사용자에게 맞춤 운동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키, 몸무게, 

나이, 성별 같은 사용자 정보를 입력시킨다. 사용자가 제대로 입력했다

면 이에 따라 챗봇은 그 정보들로 신체 질량지수인 BMI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운동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객관화하게끔 도와준다.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에 따른 전신운동을 추천해주게 된다. 

그림 2의 운동 부위 선택 기능은 사용자가 운동하고 싶은 특정 

부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사용한다. 제공되는 운동 부위는 

상체, 하체, 복부, 상세 부위로 나누어지며 다시 더욱 세부적인 부위로 

나누어진다. 사용자가 상체라는 큰 줄기를 선택했을 경우 ChatBot은 

다시 세부 부위를 묻게 되고, 사용자가 다시금 상체 부위에 존재하는 

세부 부위인 승모근 운동을 희망하면 운동법 영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상세 부위는 챗봇에 LUIS(Language Understanding 

Intelligent Service) 처리 모델링을 통해 추론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통한 반복 학습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인식하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Fig. 2. 운동 부위 선택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Microsoft Azure 기반의 

운동 방법 안내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챗봇은 자동 추천과 

부위 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 추천은 본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거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권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

고 운동 부위 선택 기능은 사용자가 운동하고 싶은 특정 부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사용한다. 또한, 운동법 영상 연동은 

외부 플랫폼인 유튜브를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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