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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Bot Framework와 Microsoft Azure Service, LUIS AI를 활용하여 쇼핑몰 이

용에 도움을 주는 쇼핑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챗봇은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대화형 인터

페이스를 통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접근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직접 찾는 방식이 아닌 AI의 선택이 중심이 

되어 검색 시간 감소로 인한 시간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키워드: Microsoft Bot Framework, LUIS(Language Understanding Intellig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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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통 매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Fig. 1.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유통 매출 증감률 추이[1]

그림 1을 보면 2016년부터 꾸준히 높은 매출을 보이던 오프라인 

시장이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반대로 온라인 시장 매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시장이 크게 

발달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고,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용자는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과 

AI를 융합한 쇼핑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II. Shopping Chatbot Design 

챗봇은 그림 2와 같이 대화형 인터페이스상에서 규칙 또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로 사용자와 인터렉션 하는 서비스이다[2]. 

텍스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대화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방대한 양의 실제 대화를 통하여 해당 텍스트의 의미나 

그 텍스트로 인한 다음 행동을 AI 기술로 학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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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I Chatbot[2]

Microsoft Bot Framework에서 자연어 처리를 담당하는 

LUIS(Language Understanding Intelligent Service)를 이용하면 

실제 대화로 사용될 부분을 입력하여 이를 어떠한 의미로 인식해야 

하고, 어떠한 답변과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한다. 본 눈문에서는 Microsoft Bot Framework에서 자연어 처리를 

담당하는 LUIS를 활용하도록 챗봇을 설계한다.

III. Shopping Chatbot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Bot Framework와 Microsoft Azure 

Service, LUIS AI를 활용하여 쇼핑몰 이용에 도움을 주는 쇼핑 

챗봇을 구현한다. 또한, 텍스트 인식 기능 이외에도 DB 연동을 통한 

로그인과 회원가입 모듈,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FAQ 기능, 상품 목록 추천 기능과 가격에 따른 상품 정렬 기능 

및 상품 구매 내역 출력 기능까지 구현한다.

사용자가 화면에 나타난 매뉴얼 중에서 쇼핑에 관련된 메뉴를 

선택하면 챗봇은 어떠한 상품을 원하는지 사용자에게 질문한다. 그리

고 상품 내용을 입력하면 입력 텍스트 중에서 이미 LUIS에 정의된 

단어일 경우 그림 3과 같이 해당 상품의 대한 사진과 가격을 그림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그림 4번와 같이 원하는 

상품이 없고 추천 받기를 원한다면, 챗봇에게 상품을 랜덤으로 추천하

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저장된 상품 정보 중에서 랜덤하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FIg. 3. Product list

Fig. 4. Product random recommendation function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Bot Framework와 Microsoft Azure 

Service, LUIS AI를 활용하여 쇼핑몰 이용에 도움을 주는 쇼핑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텍스트 인식 기능 이외에도 DB 연동을 

통한 로그인과 회원가입 모듈,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FAQ 기능, 상품 목록 추천 기능과 가격에 따른 상품 정렬 기능 

및 상품 구매 내역 출력 기능까지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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