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ntly, as the COVID-19 has spread and prolonged worldwide, the 'Untact' society is becoming routinized, and

various smart technologies are leading to the spread of the 'Ontact' culture.

This is because the desire of consumers to purchase a product and use the service has increased while minimizing

the direct contact. In order to quickly respond to this circumstance, the percentage of the companies which are adopting

Chatbot in various fields such as orders, delivery, and inquiries is increasing and they are getting a positive result.

However as the demand for building Chatbot increases dramatically, there are many confusions among the companies

which want to introduce Chatbot to their system,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 technicians and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I technologies and how to build them effectively. I believe that in the post COVID-19 era, much more

companies will adopt Chatbot, and this will intensify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needs for a guide on the method of buiilding a Chatbot through

considering the prior research on Chatbot and analysis of the recent surge in the use of Chatbot services related

to COVID-19. There are implications to presenting 5 phases of universal Chatbot implementation methodology using

the platform to the stakeholders who want to introduce Chatbot to their customer so that they can understand and

build Chatbot more easily and use AI Chatbot actively in response to the POST 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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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계 확진자 검사중 결과 음성

6.27(토)
0시 기준 1,243,780 12,653 19,866 1,211,261

6.28(일)
0시 기준 1,251,695 12,715 19,005 1,219,975

변동 (+)7,915 (+)62 (-)861 (+)8,714

<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주) 2020년 6월 28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

스로 각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2019년 12월 중

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매

일같이 수많은 감염자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06월 28일 18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수

가 총 10,104,062명(전일대비 +151,231)으로 천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501,637(전일대비 +3,731)명

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에도 2020년1월에 첫 환자가

발생 하였고 <표 1>과 같이 6월말 현재까지도 종식

이 되지 않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업무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창궐(Outbreak)이 가

정, 의료, 교육,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으며(중앙일보, 2020.

03. 31),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020

년 04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세

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까지 이야기 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한 생활방식은 잠시 겪는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표준(New Normal․뉴 노

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장기

화하면서 이제 마스크는 우리생활의 필수품이 되었

고 감염위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와 ‘생활속 거리 두기(Distancing in

Daily Life)’ 실천으로 이른바 언택트(Untact․비

대면)1) 사회가 일상화돼 가고 있다. 또 다양한 스마

트 기술로 ‘연결(On)’을 더한 온택트(Ontact)2) 문

화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기술(ICT)은

다가올뉴노멀시대의다양한문제를해결하는열쇠

1) 콘택트(contact :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
(un-)을 합성한 말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경향을
의미

2)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외부활동을 이어가는 방식

(Key) 역할을 할 것이다(기호일보, 2020. 06. 04).

뉴 노멀시대에는인공지능(AI), 키오스크, 챗봇, 드론

배송 등 언택트 기술서비스의 전 분야 확대가 될 것

으로 보고 있다(김영식, 2020). 특히 인공지능(AI)은

AI챗봇, 무인편의점, 스마트오더 등 언택트 소비방

식 진화에 기여하고 있다(이경은, 정원준, 2020). 이

것은 소비자가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특정 상품을 사

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욕구가 커졌고, 대학 또는

초․중등학교에서온라인수업을진행하기때문이다.

2020년 1분기 국내 카카오톡 월간 활성 이용자

(Monthly Active Users; MAU)는 전년대비 111만

명, 지난 분기 대비 33만 명이 증가한 4,519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월 말에는

채팅 이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주간 최고치를 경신

하는 등 폭발적인 사용량을 보였다. 또한 메신저 사

용량 증가세와 팬데믹(Pandemic : 세계적 대유행)

으로 인한 언택트 수요 증가로 산업계 곳곳에서 인

공지능(AI) 챗봇이 등장하고 있다(권혁수, 2020).

이는 기업들이 챗봇으로 비대면 시장을 대응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과 상품주문을 받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특히, 사람들이 밀접한 근

무환경에서 일하는 직종인 콜센터(컨택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감염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직원자리를 일정 거리 두고 근무하고 있

으며 재택근무, 교대근무와 시차출근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콜센터 상담인력 축소가 불가피 하여 상

담 대기시간이 늘어나거나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응

대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컨택

센터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단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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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통해 처리 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복잡

한 상담은 상담사가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모

델이다(류기동, 2019). 따라서 상담시 단순질문 등

일정부분은 챗봇으로 전환이 용이 하기 때문에 이

미 상담챗봇을 도입한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었다. 또한 챗봇에 코

로나 관련 문진설문 기능 등을 빠르게 추가하여 직

원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이상 증상 확인 시 회사출

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가격리를 유도함으로써 회

사 내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등교

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학사일정 및 관련 정보

들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챗봇을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았던 고객에게도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경험하

게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비대면 거래의 거부

감을 더욱 줄여 AI를 활용한 챗봇 서비스 환경조

성을 촉진시켰다(이영종, 2020a). 이처럼 많은 기

업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챗봇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려 노

력하고 있고 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

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비대면 서비스의 일

상화로 비대면 소통스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코

로나19로 인한 업무공백을 인간 노동력이 아니라

정보기술 노동력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

이며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챗봇을 도입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챗봇 도입을 원하는 많은

기업에서 AI기술 부족으로 자체 구축보다는 전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갑작스럽게 챗봇 구

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

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챗봇 플

랫폼 자체를 개발하는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활용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지만 플랫폼을

활용한 구축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챗봇이

신기술인 AI기술을 이용하는 분야이다 보니, 기술

이해의 어려움과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을 찾

아보기 힘들어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챗봇 개념 및 도입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챗봇을 도입하려는 기업이나 구축

하는 전문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챗봇 플랫폼을

활용한 구축방법의 범용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보다 쉽게 챗봇을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하

고, 구축하려는 이해관계자의 경쟁력 제고와 챗봇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시사점과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AI) 용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대학

에서 열린 학회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 박

사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

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구현)한 것이다. 일

반적으로 범용 컴퓨터에 적용한다고 가정하며, 이와

같은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라고 정의된다(위키백과,

신현주, 2020). 또한 뇌 과학자 김대식(2016)은 <표

2>와 같이 인공지능을 진화 수준에 따라, ‘약한 인

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초 인공지능’ 등 세 가지

로 구분하고 있다.

종 류 내 용

약한 인공지능
(weak AI)

∙스스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컴퓨터 기반의 AI.
∙구글 알파고, IBM Watson 등과 같이
‘지능적인 행동’을 함.

강한 인공지능
(strong AI)

∙스스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AI.
∙스스로를 인식하며, 지각력, 독립성을
갖췄음.

초 인공지능
(super AI)

∙인간보다 1,000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
∙효율, 자기보존, 자원획득, 창의성 등의
원초적 욕구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자가발전 함.

<표 2> 진화단계에 따른 인공지능(AI) 종류

초 인공지능은 원초적 욕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

로 자가발전을 하며,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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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의 응답형 챗봇 인공지능 상담 챗봇

대화
방식

•단방향정보전달 : 사용자질문에대한답변만가능하며
추가보안은 어려움(단답형)

•쌍방향 정보 교류 : 대화 에이전트가 주도적으로
사용자와의 질문-답변 과정을 반복하여 부족한 정보를
보완(시나리오형)

정보
제공

•포괄적 정보제공 :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정보인지 스스로 진단 필요

•맞춤형 정보제공 :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

정보
획득

•사용자질문주도 : 사용자는자신에게적합한정보를얻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찾는 과정을 반복

•대화를통한전문가의도움 : 지식이없는사용자도대화
에이전트의 가이드에 따라 원하는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

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수정 및 재가공.

<표 3> 챗봇의 유형별 특징

[그림 1] 챗봇 개념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시킴으로

써 목적에 맞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현재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약한 인공지능 기술 영역이며 이는 인터넷과 빅데

이터의 등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시스템에 전달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 2015). 인공지능기술개발이활발해짐에따라,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인간과 기계간의

대화모델링, 음성인식, 음성합성(TTS), 음성인증

등의 기술을 포함한 언어이해 영역(장해각, 최일영,

김재경, 2020)과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딥 러닝(Deep Learning) 등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

능 기술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2.2 챗봇(Chatbot)

챗봇은 사람과 서비스봇 간에 문자나 음성을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AI기반의 대화형 소프트웨어이다(한국정보화진흥

원, 2016). Ayala-Bastidas, Fonseca-Ortiz and

Garrido(2018)연구에서는 챗봇을 사용자가 일반적

으로 텍스트 또는 음성을 통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정의하였다.

챗봇으로 우리는 궁금한 정보를 검색하며, 주문

접수를 진행하고, 개인에게 맞춤형 추천이나 공지

를 받기도 하며 나의 금융정보를 조회 할 수도 있다.

또한 대기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24

시간 365일 고객소통이 가능하고, 웹사이트에서 필

요정보를 찾거나 앱을 다운로드 없이 [그림 1]과 같

이 우리가 사용하던 메신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연결된 메신저를 통해 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챗봇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

저, 답변을 찾는 방식에 따라 <표 3>과 같이 질의

응답형 챗봇과 인공지능 상담 챗봇 두 가지로 분

류 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질의 응

답형 챗봇의 경우, 시나리오에 의해 챗봇이 사용자

가 하는 질문들을 정형화하여 사용자가 질문을 하

면 관련 키워드를 매칭시켜 답변을 찾아주지만, 인

공지능형 챗봇의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을 학습하여 질문에 답변을

한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전달매개, 지식제공범위, 목

표, 대화설계 접근방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대응을 위한 AI 챗봇 구축방법에 관한 연구 35

[그림 2] 챗봇의 특성별 분류

전달매개에 따라 텍스트, 음성으로 나눌 수 있고,

지식제공도메인경우, 오픈도메인(Open Domain)은

일상대화챗봇으로트위터(Twitter)나레딧(Reddit)

같은 소셜미디어의 대화들로서 무한정의 주제에 유

한의특정지식들을연결해야합리적인답변을만들수

있다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며, 폐쇄도메인(Closed

Domain)은 특정한 목표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질문

과답변이다소제한적이다. 그리고목표에따라업무

서비스 또는 비업무적인 서비스로 나눌 수 있으며,

대화설계 접근방식에 따라서는 특정주제에 대해 질

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답변을 제공하는 Retrieval

Based Model과 열린 주제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챗봇이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해주는 Generative

Based Model이있다(Hussain, Sianaki and Ababneh,

2019).

2.3 챗봇 플랫폼 서비스 현황

챗봇은 스스로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동

작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챗봇 플랫폼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

데 하나는 프론트엔드(Front End)영역으로 고객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화면인 메신저로 앱이나 웹챗

형태로 제공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엔드(Back

End)영역으로 챗봇을 구동하기 위한 NLP를 포함

한 엔진영역 및 연계 개발영역의 플랫폼이다. 일반

적인 챗봇 플랫폼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챗봇 플랫폼 구성

서비스 이용자가 챗봇과의 대화를 주고받는 질

의/답변 형태는 문자 또는 음성이다. 대화의 입력

방식에는 챗봇이 제안하는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

택하는 폐쇄형 방식과 자연어를 입력하면 인공지

능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개방형 방식이

있고, 전달기반 매개체로 메신저와 스피커가 있으

며, 처리기반으로 NLP가 있는 대화엔진이 있어

질의를 분석하고 대화기반 지식인 데이터에서 답

변을 선정하여 답변을 제공한다(정준화, 2018).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영

역에서 챗봇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늘어

나고 있고 챗봇을 활용한 업무 영역도 같이 늘어

나고 있다. 특히 고객접점의 컨택센터에서는 로보

텔러인 챗봇이 단순/반복되는 문의를 자동 처리하

거나, 코로나 방역지침, 회사생활가이드 등 다수에

게 가이드를 해야 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부터,

각종 설문 또는 만족도조사, [그림 4]와 같이 고객

의 예약접수(삼성 홈IoT챗봇, 2020)에 이르기까지

챗봇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전 세계 챗

봇 시장은 연 평균 35% 성장해 2021년 31억7,000

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8년부

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4.4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연구정보지원센터, 2019).

주요 적용분야로는 금융, 유통 및 e커머스로 급속

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4>는 국․내외 ICT 기

업의 챗봇 플랫폼별 서비스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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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업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 특징

아마존 LEX Alexa
날씨정보, 스포츠 경기결과, 뉴스등 제공, IoT제품과 연계된 Skill제공
하여 AI스피커로 제어

구글 Dailogflow Assistant, Alexa 주변음식점, 구글일정 연계, 음악, 주요뉴스, 식당정보, 날씨 등 제공

페이스북 Chatfuel 페이스북 메신저
다양한 움직이는 GIF 이모티콘 제공, 실시간 위치 공유하기, 답변별
만족도 기능제공(페이스북 메신저만 지원됨)

IBM
Watson
Assistant SNS 메신저지원

기업의사내서버또는프라이빗클라우드,퍼블릭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SDK를 제공

LiveChat LiveChat 페이스북 메신저,
WebChat

사전에준비된응답직원을지원하는플랫폼으로주로판매등기업고객
서비스에 특화됨

Tencent WeChat WeChat, QQ
페이스북 메신저

호텔,영화표예약, 병원등의기능제공(WeChat은중국국민메신저역할)

킥(Kik) Bot Shop Kik Bot Shop을통해 33개협력사와의류주문, 상담서비스제공(Kik은캐나다
국민메신저 역할)

네이버
NAVER CLOUD
PLATFORM
Chatbot

네이버톡톡, LINE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톡톡, 카카오톡, 페이스북등메신저플랫폼연동처리제공으로
챗봇 서비스를 확장(LINE은 일본 국민메신저 역할)

카카오톡 Kakaoi
오픈빌더

카카오톡 메신저 카카오톡 채널(알림톡, 플친톡, 챗봇, 상담톡)을 통해 마케팅부터
고객응대까지 확장가능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 역할)

삼성SDS Brity
Assistant

웹쳇, Knox메신저 Botstation기능을 통해 다양한 상용메신저들과 연계서비스 제공,
Master/Special Bot서비스

<표 4> 국․내외 ICT 기업의 챗봇 플랫폼별 서비스 현황

[그림 4] 고객 예약 접수 예시

이와 같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챗봇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서비스는 지속적

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4 챗봇 구축방법 고찰

챗봇 구축은 대화처리 엔진을탑재하고 있는 플랫

폼을 활용하여 구축하게 된다. 챗봇 플랫폼마다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공통 기능을 살펴보면 발화

문(Paraphrases), 의도(Intent), 개체(Entity), 대화

설계(Dialogue Design), 학습(Training) 기능을 제

공하고 있어, 사전에 챗봇으로 활용할 지식을 준비

하고, 사용자의 발화를 분석하여 질문의도를 파악하

여 알맞은 답변을 하도록 질문과 의도, 답변이 상호

매칭 되게 대화모델을 생성하며,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학습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마다 기능제공 차이가 있고 기능 위주

의 설명만 제공하고 있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

과 구축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

로 챗봇 구축단계는 Cameron et al.(2018) 연구와

구축업체(Kevit Tech., 2020)가 제안한 <표 5>와

같이 챗봇에 특화된 단계인 지식수집(Knowledge

Gathering), 대화설계(Conversation Design), 대

화채널인 메신저의 CX디자인에 대한 사용성 테스

트(Usability Testing)를 포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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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UI Focus)
“Cameron et al.(2018)”

B Method
“Kevit Tech.(2020)”

1.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 1. Requirement Gathering and Analysis

2. Knowledge Gathering and Scripting 2. Specification Identification

3. Architect, Develop and Test 3. Conversation Design

4. Usability Testing 4. Architecture and bot development

5. Deploy and Publish 5. Testing, Deploy and Publish

6. Monitor and Analyse 6. Monitor and Observe the behavior, analyze the response

<표 5> 챗봇 구축 단계

하지만 <표 5>의 두 구축 방법에도 중요시 하

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축 단계에 있어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챗봇 구축방법은 플랫폼 기능 차이 및

구축하는 주체마다 방법도 상이함에 따라서 플랫

폼별 공통기능을 포함하고 구축 각 과정에서 필요

한 다양한 고려 사항들을 반영한 표준화되고 체계

적인 구축방법이 필요하다.

3. 코로나19 챗봇 활용사례 분석

3.1 국내사례-질병관리본부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감염환

자가 발생하였는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 2월

1주차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하기 위한 챗봇 구축을 완료 하였다. 카카오톡 챗봇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한 달도 안

돼서약 100만 명에 가까운친구수를보유하게되었

고 2개월동안 600만 명이이용하였다. 국내에서카카

오톡은 대표적인 메신저 플랫폼으로써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절대적이기에 이 플랫폼을 채택한 점

이 채널의 빠른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챗봇

계정은 인공지능 대화나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 가능한 선별

진료소 보기, 발생현황, 자주 묻는 질문, 전화 상담

안내, 예방수칙, 주요 증상, 해외방문자 안내, 상담직

원 연결 등 주요 정보 및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관련 챗봇

3.2 국내사례-학교 및 일반기업

개인또는지방자치단체들은 질병관리본부와보건

복지부에서제공하는공개된정보를활용한챗봇으로

코로나19 관련 FAQ와 확진자 위주의 단일 정보인

국․내외 확진자 발생 현황, 확진자 이동 경로 등을

제공하고있다. 하지만 [그림 6]과같이개인및일부

지방자치단체개설코로나19 챗봇에는가입자가 20～

300명 안팎으로 가입자가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림 6] 개인 및 자치단체 코로나19 관련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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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7]과 같이 플랫폼기업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온라

인수업에 따른 학사일정 등 학사정보에 대한 궁금

증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직원이 주

말 또는 휴일에 집합시설 및 확진자 발생 동선에

있었는지 문진설문에 챗봇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림 7] 대학 및 일반기업 코로나19 관련 챗봇

농협은행은 기존 대면 창구에서 AI챗봇 활용을

테스트 중이며 2020년 하반기에는 영업창구에서 다

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이영종, 2020b).

또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국내 보험업계는 비대면

영업을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빠르게 도

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AI 기술 적용을 통해 사업비

를 절감할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

란 두 가지 목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챗봇을 통해 단순 고객 상담

을 넘어 음성인식을 통한 고객 응대 서비스를 비롯

해 보험사기 예측시스템 등을 개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AI 서비스를 통해 보험의 편의성과 접근성

을 높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자 한다(윤혜

림, 2020). 또한 챗봇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구독형

서비스 ‘미디어 챗봇’은 도입 2년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그림 8] 참조). 이것은 언택

트(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개인별 구독 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분석된다(김민지,

2020).

[그림 8] 카카오톡 미디어챗봇 구독자수 변화

3.3 해외사례-WHO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3월11일 코로나

19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각

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챗봇

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WHO에서도 WhatsApp 메신저 챗봇을 통

해 8 가지 선택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관

련 모든 종류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전세계 감염자 발생현황과 바이러스로부터 자

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9] WHO 코로나19 관련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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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챗봇 구축 단계

3.4 해외사례-플랫폼 및 일반기업

해외에서도 챗봇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이 활발

하다. 미국기업인 IBM은자사챗봇플랫폼인 ‘Wat-

son Assistant’을 활용해 고객사(병원, 기업 등)가

시민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문 받은

내용을 정리해 답변을 자동화한 ‘Watson Assistant

for Citizens’을 출시를 하였으며 미국 질병관리본

부 챗봇처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

게 제공하고 있다(IBM, 2020)

[그림 10] IBM 및 AirAsia 코로나 관련 채봇

에어아시아(AirAsia)는 2019년1월 도입된 AI

상담원 아바(AVA)를 통해 승객의 예약변경 및

환불을 돕고 있다. 아바는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

해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

나19 확산으로 자신의 항공편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용자 문의가 폭증하자 아바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용자는 예약번호와 이름, 생년월

일 등을 입력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항공편을

취소 및 변경 할 수 있다(AirAsia, 2020)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관련 챗봇들이 폭

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챗봇의 본질적인 특징과 가

치들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에는 더욱더 챗봇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카카오톡 플랫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챗봇을 조사한 결과 컨텐츠가 미흡

하고 가입자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활성화가 되

지 않고 있었다. 급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충분한 컨

텐츠 및 사용성을 고려한 CX기획과 대화설계 없이

챗봇을 구축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정확

히 제공 할 수 없어 결국은 신뢰를 잃고 다시 찾지

않는챗봇이되기쉽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여러 챗봇 플랫폼의 공통기능

을 포함한 범용적인 구축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4. 챗봇 구축 방법

챗봇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비스에 적합

한 챗봇 플랫폼을 선정하고, 고객인 사용자의 요구

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림 11]과 같이 크게

5단계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 하여야 한다.

먼저챗봇이질문을잘알아듣고답변을할수있도

록 대화지식을 사전에 준비하고, 질문자가 챗봇에서

제공하는답변범위및기능등을잘알수있고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CX(Customer Experience)

기획단계를 거친다. 또한 준비된지식으로답변을잘

할수있도록대화유형을나누고학습할수있게구성

한다. 처음 준비된 지식에서 답변하는 수준은 처음

언어를 학습한아기에비유할 수있는데, 성장하면서

학습한 단어가 늘어나듯이 챗봇도 반복적으로 지식

을 습득하고학습하는과정을 거친다. 그리고마지막

으로평가를통해부족한답변부분을보완하여알맞

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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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식관리 연관관계

[그림 13] 답변구성 유형

[그림 14] 챗봇 페르소나 정의 예

지금부터는 본 연구자가 다수의 챗봇 구축 프로젝

트 PM(Project Manager)으로 참여 하면서 공통적

으로 적용하여 정립한 부분과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필요부분을 보강하여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챗

봇 구축의 각 단계별 과정에 대한 Activity와 주요

Task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1 대화지식 준비단계

챗봇 구축은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난

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화지식 준비가

중요하다. 정확한 지식이 구축되어야 정확한 답변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챗봇 도입 초창기에는 웹

페이지나, 매뉴얼자료를 주면 질문과 답변이 자동

으로 분류가 되어 챗봇이 답을 해줄 거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따라

서 시스템 구축에는 기본적으로 챗봇이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챗봇 지식준비에는 콜센타 상담로그 자료, 업무

관련 용어사전 및 동의어, 매뉴얼, FAQ 등 다양한

관련 지식을 수집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 노하우와

해당 업종지식을 잘 아는 고객/업무담당자인 큐레

이터가 참여하여야 정확하고 양질의 지식을 확보

할 수 있으며([그림 12] 참조), 이는 향후 지식을 챗

봇 답변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큐레이션

과정을 수행할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모인 지식은

챗봇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Q&A)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정제작업을 거치고, 이 데이터

를 이용하여 [그림 13]과 같이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는 1:1 단답 형태로 구성하거나 시나리오형태의

답변으로 구성하게 된다.

4.2 CX 기획단계

CX(Customer Experience)기획단계에서는 고객

의 비즈니스를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챗봇의 역할

및 기능, 성격, 답변 패턴을 정의하고, 챗봇의 특성

에 적합한 UI를 기획하고 대화의 흐름을 어떻게 이

끌어 갈지 챗봇 대화의 기본원칙을 정의하게 된다.

봇의 성격을 만드는 것은 봇의 모양과 느낌, 언

어, 스타일, 어조 그리고 목소리와 같은 많은 요인

과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다면적인 과정이다.

특히, 챗봇은 대화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사

람처럼 느끼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사람과 챗봇

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가상의 인물인 [그림 14]

와 같이 ‘페르소나(Persona)’를 정의하여, 이 사용

자라면 어떻게 행동 할까? 역할을 생각해보면서

그 상황을 떠올리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최고의

상담원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고객이 선호하는

페르소나(언어, 연령대, 스타일 등)를 파악해야 한

다(고형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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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챗봇별 특징 및 온보딩 적용 사례

[그림 15] 현대카드 페르소나 사례

현대카드 챗봇의 경우는 [그림 15]와 같이 페르

소나를 예의와 매너를 중시하는 남성모델인 헨리

와 수다스럽고 친근한 여성모델인 피오나로 정의

하여 챗봇 사용자에 따라 설정 할 수 있게 하였다.

챗봇이 특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는

처음에 인사말이나 프로필 이미지만 보고도 흥미를

느끼고 ‘말을 걸어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챗봇은 설정된 페르소나의 이름, 연령,

성별, 성향에 맞게 캐릭터를 기획하고 디자인한다.

캐릭터는 이용자와 감성적인 대화를 하는데 효과

적일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 등을 활용

하여 텍스트기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보완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보딩 인입시 스플레쉬(Splash; 로딩

화면) 및 답변 감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도록 디

자인하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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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챗봇의 대화 어투(답변 Tone & Manner)

및 답변유형을 분류하고 답변 패턴별 작성 가이드를

정의하여 답변 정의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균일

패턴으로나올수있도록한다. 또한답변이표출되는

메신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한다. 고객의 비즈니스를

분석하여 서비스 대상이 B2E, B2B, B2C 등 어느

대상인지 특성을 고려한 UI를 정의하는데 참고로,

고객의 74%는웹사이트접속시웹챗(Web Chatbot)

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SARA, 2019). 따라서 메

신저 유형선택이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웹챗

또는 앱방식, 사내메신저 또는 SNS메신저 등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선정 하고 메신저 특성에 맞게

인입 방식인 온보딩(Onboarding)을 정의한다.

온보딩은 사용자가 챗봇에서 처음 마주하는 인

터랙션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봇의 첫인상을 설

정하고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수행해야 좋은 일

련의 작업들을 처리 한다(강성용, 2018).

[그림 16]은 현재 기업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

양한 챗봇의 특징 및 온보딩 사례를 보여 주고 있

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답변 방식이 슬라이드형

식, 이미지, 버튼 등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메신저

기능별로 홈버튼, 앞으로가기, 뒤로가기, FAQ, 도

움말 같은 버튼은 어디에 위치하고 언제 노출되게

할 것인지 등을 정의하게 된다.

4.3 대화모델 구축 단계

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준비된 지식자료와 기획

을 바탕으로 챗봇이 잘 알아듣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모델을 정의하고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대화모델은 사용자 발화문과 질문의도인 인텐

트(Intent), 질문별 실제 표현들(Paraphrases), 표

현에서 추출되는 개체인 엔터티(Entity)로 구성된

다. 여기에서 인텐트란 사람이 자연어로 이야기 할

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이다. 동일한 의도를 가진 발

화문들은하나의 의도로 묶어서설계 할수 있다. 따

라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의도를

잘 분류하여 대화흐름을 처리하는 대화시나리오 설

계를 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설계자는 정의된 지식인 질문과

답변을 참조하여 의도를 분류하고 인텐트와 질문

을 매핑한다. 이때 어느 한쪽 인텐트에 치우치지

않게 발화문의 수가 균형 있게 매핑 되도록 해야

한다. 의도별 발화문 학습량이 상이할 경우 의도

분류가 왜곡될 수 있고, 또한 많은 문장 학습시에

도 의도분류 및 성능저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수를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발화문 중에서 특징 있는 필요항목을 뽑아내야

하는 경우에는 엔터티로 지정한다. 엔터티는 동일

한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사용자 질문을 구분할

수 있게 의미가 같은 단어들은 묶어 동의어 사전

에 등록 하여 추가적인 발화문 학습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의도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엔터티는 챗봇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개체(예; 날짜, 통화, 주소 등)가 있고, 사용

자가 등록하여 사용 가능한 사용자개체(예; 동의

어 등록 개체)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엔터티 정의

시에는 사전에 기본제공 개체를 파악해야 중복을

피할 수 있다. 발화문과 의도가 매핑되고 개체를

정의 하였으면 개체별로 분류하여 답변을 잘 찾아

갈 수 있도록 분류하여 대화 시나리오설계를 진행

한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모델구성 요소 관계 예

대화모델이 설계된 자료는 대화설계자를 통해

[그림 18]과 같은 챗봇 플랫폼에 모델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설계화면 예; 인텐트 화면-

Daialogflow, 대화설계 화면-Brity Assistant). 구

현된 대화모델은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

술로 학습을 시키고 챗봇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대화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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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챗봇 플랫폼 설계 화면 예

대화학습을 마쳤으면 챗봇은 스마트폰, PC등 다

양한 메신저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자동 상담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처음 학습을 했기 때문

에 챗봇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

는데, 이럴 때는 질문자가 접속한 메신저를 빠져

나가지 않고 답변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챗봇 메신

저에서 사람인 상담사를 연결해 채팅상담사가 직

접 채팅을 하거나 콜백 또는 전화로 답변을 제공

하도록 대화시나리오를 구성하도록 한다.

4.4 지식학습 단계

본 단계에서는 플랫폼에 적용된 대화모델을 챗

봇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

이다. 챗봇에 대화모델을 처음 학습한 시점은 아

기와 같다. 아기가 처음에는 배운 말에 대해서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말들을 배우게 되면서 하는 말도 많아지고 점점

똑똑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챗봇도 1회성으로 구

축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린 아기 수준에서 멈

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

야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식학습방법으로는

룰, 머신러닝,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

여 진행할 수 있도록 챗봇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고 플랫폼마다 다양한 학습 설정값을 제공하므

로 학습하기 전에 최적의 값으로 설정하여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야 한다.

학습방법은 지식의 양에 따라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양이 적거나 용어 같은 1:1 단답형 지식은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키워드 매칭 또는 정규

식 같은 룰과 머신러닝을 같이 조합으로 설정 하

여 룰에서 먼저 답변을 찾고 없으면 머신러닝에서

찾을 수 있게 설정 한다. 또한 인텐트 안에 발화문

이 많거나, 엔터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머신

러닝 단독으로 설정 하여 처리 하도록 한다.

머신러닝 분류 임계값 설정시에 임계치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유사의도가 많이 매치되어 질문할

때마다 유사의도 중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

가 불편할 수 있어 적정한 수준값으로 설정한다.

기본적으로 60～70%로 설정하고 튜닝을 통해 조

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플랫폼 마다 제공

하는 기능에 따라 오타 교정, 자동학습 기능, 유효

성 검사 기능을 제공한다.

구축된 지식과 대화시나리오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업무가 변경 되거나 새로운 지식의 추가 및

변경 등으로 현행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챗봇 운영자인 대화설계자와 큐레이터는 다양한

발화문 및 지식을 추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업무 특화된 지식은 운영자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유관 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지식을 반영한다. 변동된 지식은 의도가 정

확하게 매핑이 되는지, 개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지 플랫폼 시뮬레이터를 수행하여 파악하고 결과

를 바탕으로 챗봇 사전, 발화문, 개체 등의 조정

및 보완을 수행하여 대화모델을 튜닝 한다.

4.5 평가 및 검증 단계

마지막 단계로 모델링 및 학습된 대화모델에 대

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하고 검증한다. 결과는 대화모델링 및 학습단계로

피드백하여 목표하는 대화품질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애자일 방식의 프로세스를 활용하는데

점증적으로 대화품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챗봇 구축팀과 고객이 함께 단계적으로 테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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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평가하고 검증 할 필요가 있고 평가에

대한 초기 공감대 및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과 평가지표를 설정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

확도이며 의도정확도와 답변정확도 두가지를 측정

하게 된다.

의도 정확도는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이 설계된

대화모델의 해당 의도에 정확히 찾아가는지 측정

하며, 챗봇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판단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챗봇 플랫폼의 성능을 판단할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답변정확도는 질

문에 대한 최종답변까지 정확히 매치되는지 측정

하는 것으로 플랫폼이 답변을 했다고 해도 그 중

에 오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대화지식에 대한 기본 학습이 이루어지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베타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기

업의 내부 직원 및 상담사에게 오픈해 질문에 제대

로 답변하는지,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는지 등을 확

인한다. 이때 테스트와 병행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

한 추가 학습이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목표한 품질

이 나오면 실제 서비스 단계로 넘어 가지만, AI 챗

봇의 특성상 실제 운영 환경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

범운영을 실시하여 새로운 챗봇 및 유관시스템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기간에는

운영자와 함께 정확도 개선을 위해 미답변, 오답변

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같이 진행되며, 운영부서는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한 기본 지식을 이기간 동안 확보하게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챗봇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공지

능과 챗봇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양한 챗봇

플랫폼을 조사한 후, 챗봇 구축방법에 대하여 고

찰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챗봇 활용 현황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챗봇을 구축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5단계의

구축방법을 제시 하였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관련 챗봇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챗봇의 본질적인 특징과 가치들

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챗봇은 포스트 코로

나19의 언텍트시대에 발맞춰 더욱 활성화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챗봇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챗봇을 활용한 업무 영역

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축 방법에 대한

상세 가이드가 부족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

해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를 잃고 다시 찾지 않는

챗봇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 및 각 단계별 주요 점검 가이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축방법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지식준비단계에서는 콜센타 상담로그 자료, 업

무관련 용어사전 및 동의어, 매뉴얼, FAQ 등 다

양한 관련 지식을 수집하여야 하며, 질문/답변

(Q&A)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정제작업이 필

요하다. 이때는 반듯이 업무를 아는 고객/업무담당

자가 참여하여야 정확하고 양질의 지식을 확보 할

수 있다.

CX기획단계에서는 챗봇의 페르소나를 정의하여

거기에 맞는 대화어투 및 답변유형을 분류하고 답

변 패턴별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균일한 패턴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

려한 UI가 기획되어야 한다.

대화모델 구축단계 에서는 사용자 발화문과 인

텐트가 동일한 발화문들은 하나의 의도로 묶어서

설계하고, 질문별 실제 표현들에서 특징 있는 필

요항목을 도출하여 엔터티로 지정하여 설계를 한

다. 이때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은 발화문으로 등

록하지 않고 동의어 사전으로 등록해서 관리 한다.

지식학습 단계에서는 구축된 지식과 대화시나리

오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업무가 변경 되거나 새

로운 지식의 추가 및 변경 등이 발생하므로 발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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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개체 등의 조정 및 보완을 수행하여 대화모델

을 튜닝 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하여야

한다. 이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학습방법을 숙지

하고 학습기능별 최적의 설정값으로 학습을 진행하

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검증단계에서는 구현 및 학

습된 대화모델에 대하여 다양한 테스트 방법을 통

해 의도정확도와 답변정확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대화설계 및 모델구현을 반복적으로 하여 목표하는

대화품질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목표한 품질이

나오면 인공지능 챗봇의 특성상 실제 전체 서비스

를 하기 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정확도를 높이는

활동을 한 후 전체 오픈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챗

봇 구축방법을 제공함으로 앞으로 챗봇을 체계적

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수행자와 고객의 챗봇에 대

한 이해와 구축시 혼선을 최소화 하여 이해관계자

간 원할 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챗봇을 구축할 수 있게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주요 점검사항 및 프로세스에 대하여

제시한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품질 높은 챗봇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서

비스에 챗봇을 필요로 하는 많은 곳에서 쉽게 구

축을 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성용, 봇 설계는 이렇게 한다, 서울, 제이펍, 2018.

고형석, 보이스봇 & 챗봇디자인, 서울, 에이콘, 2019.

권혁수, “언택트 이끄는 챗봇-항공․교통․여행업

계 챗봇 현황”, 머니투데이, 2020.

김대식,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서울, 동아시아,

2016.

김민지, “미디어 챗봇’ 100만 시대…구독경제 날개

단 카카오!”, 헤럴드경제, 2020.

김영식,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기술 사회 전망”,

한국IT서비스학회 춘계학술대회, 2020, 267-

280.

류기동, “인공지능 기반 컨택센터 시스템 연구”, 서

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이창현, “눈부시게 변화하는 ‘스마트 의왕’ 혁신 설

계”, 기호일보, 2020.

삼성 홈IoT챗봇, “출동예약접수 화면”, 2020.

신현주, “4차산업혁명 기반 물류기술의활용동향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1권, 제2호,

2020, 21-27.

연구정보지원센터. 생활과학 이야기, 전문연구정보

중앙센터, 2019.

윤혜림, “AI,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에 보험

사업 핵심으로 부상”, 뉴스투데이, 2020.

이경은, 정원준, “포스트코로나시대의생활양식변화

와 AI의 역할”, AI TREND WATCH, 2020-

4호, 2020, 27-34.

이영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양식 변화와 AI

의 역할”, AI TREND WATCH , 2020-4호,

2020, 11-16.

장해각, 최일영, 김재경, “다요소 가중 평균법을 이용

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전략 연구”, 한국IT서비

스학회지, 제19권, 제3호, 2020, 93-10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산업

별 AI 활용 동향”, 해외 ICT R&D 정책동향,

제3호, 2015.

정재홍, 채병건, 유지혜, “코로나가 ‘라이프스타일․

의료․교육․국제관계’ 다 바꾼다”, 중앙일보,

2020.

정준화, “챗봇(chatbot)의 현황과향후 과제, 국회입

법 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456호, 2018, 1-4.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6/28브리핑,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Chat-

Bot)’ 서비스 등장과 발전 동향”, ICT융합의

Issues & Trends, 2016-8월호, 2016.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의

국내외 동향분석 및 발전 전망”, D.gov Trend



46 정천수․정지환

& Future, 제2호, 2018.

Ayala-Bastidas G., P. Fonseca-Ortiz, and L.

Garrido, “A Knowledge-Based Methodo-

logy for Building a Conversational Chatbot

as an Intelligent Tutor”, Advances in Com-

putational Intelligence, Vol.11289, 2018, 165-

175.

Cameron, G., D. Cameron, G. Megaw, R.R. Bond,

M. Mulvenna, S. O’Neill, C. Armour, and M.

McTear, “Back to the Future: Lessons from

Knowledge Engineering Methodologies for

Chatbot Design and Development”, Procee-

dings of the 32nd International BCS Human

Computer Interaction Conference, Swindon,

UK., 2018.

IBM, IBM Offers “Watson Assistant for Citi-

zens” to Provide Responses to COVID-19

Questions, IBM News, 2020.

Kevit Technologies, “A complete lifecycle of a

chatbot”, 2020. Available at https://medium.

com/kevit-technologies/a-complete-lifecy

cle-of-a-chatbot-13251b313d57 (Accessed

August 3. 2020)

SARA YIN., “Where chatbots are headed in

2020”, Inside Intercom, 2019.

Shafquat H., A. Omid, and A. Nedal, “A Survey

on Conversational Agents/Chatbots Classi-

fication and Design Techniques”, Web, Arti-

ficial Intelligence and Network Applica-

tions, 2019, 946-956.



포스트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대응을 위한 AI 챗봇 구축방법에 관한 연구 47

About the Authors 

정 천 수 (csu.jeong@samsung.com)

현재 삼성SDS AI서비스개발팀에서 부장(Principal Consultant)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인공지능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학위와 국민대학교에서 경영정보시스템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다수의 AI 챗봇 구축 PM을 하였으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인터
넷정보학회, 정보시스템연구, Information Systems Review, 지식경영연구 
등의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Conversational
AI, AI Speaker, AI IoT, IS 프로젝트 관리, 정보시스템개발 등이다.

정 지 환 (jjthd@mail.missouri.edu)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에서 Engineering학부 Information Technology
학과 Senior Student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Bigdata Analysis, Conver-
sational AI, Digital Media Design, Game Theory and Design, AR/VR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