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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제품을 주문하거나 상품을 조회하는 등의 간단한 상담을 챗봇을 이용하여 자동화하는 온라인 쇼핑몰

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객을 상담하는 상담원의 업무를 줄여줄 뿐 아니라 고객 상담을 즉각적이고 효율

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챗봇은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사용하기가 쉽고, 상담원과의 

연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인건비가 감소

되고 고객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챗봇은 주어진 질문에만 대답할 수 있고, 처음 메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빌더를 사용하여 질문의도를 파악하는 

intent와 entity를 추출한 뒤 딥러닝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주어지지 않은 질문들을 

파악한다. 또한, 오픈빌더의 시나리오 선택 기능을 활용하여 초기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파악하기 쉽도록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챗봇을 통해 사용자는 상담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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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모바일 메신저 앱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등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선물, 송금, 일정 예약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는 이용자 간 

대화를 넘어 기업과도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 메신저의 ‘플러스친

구’, ‘공식 계정’ 기능을 통해 기업은 브랜드 채널을 만들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채널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브랜드와 소통할 수 

있다[1]. 기업에서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챗봇 형태의 상담 프로세

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단순한 상담은 24시간으로 실시간 

응대가 가능하고, 비슷한 형식의 질문은 반복되는 형태의 답변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콜센터 등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원들의 감정노동 피해도 

줄어들고,  고객들은 실시간으로 원하는 상담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2]. 그러나 현재 수준의 챗봇으로는 제한된 영역만 이용할 

수 있고, 챗봇이 자연어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대화를 이탈하거나 

대화에 실패하는 등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챗봇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 챗봇을 설계 및 구현한다. 

II. 상담 챗봇 설계

본 논문에서는 카카오i 오픈빌더 API[3]를 기반으로 하여 상담 

챗봇을 설계한다. 카카오톡 채널 챗봇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공되

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챗봇이다. 사용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친구를 추가 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 챗봇은 Fig. 1.과 같이 챗봇이 

자연어를 판단하여 말하는 사람의 발화 의도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오류의 경우 사용자가 챗봇에게 “오류”라고 말하면 오류 코드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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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nt of Chatbot System

III. 상담 챗봇 구현

상담 챗봇의 실행 화면은 Fig. 2.와 같다. 

Fig. 2. Counseling Chatbot

상담 챗봇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한다. 만일 사용자

가 요청하는 사항이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경우 정보를 반환한다. 

예를 들어 “상담원”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을 통해 일대일 

채팅을 유도하거나 상담원과 통화연결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상담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이러한 챗봇으로 제품 구매, 예약 조회, 

환불 등 필요한 기능을 고를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카카오i 오픈빌더 기반의 상담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챗봇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어 사용자가 챗봇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의도를 챗봇에서 파악해 

사용자가 하고 싶은 행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정보를 반환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을 구현하면 자연어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대화를 이탈하거나 대화에 실패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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