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의 시대는 가고 인공지능 봇의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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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의 시대가 온다
챗봇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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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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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언어로 질문이나 명령을 내리면 맥락을 파악해 태스크를 수행 
• 인공지능 딥러닝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 
• 앱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메시징 플랫폼을 이용하여 접근성 높음

예약/티켓팅 금융업무 배달/주문 고객상담

봇의 시대가 온다 : 챗봇의 개요



인터파크 톡집사

국내외 챗봇 개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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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금융봇 Unicorn Bay

봇의 시대가 온다 : 챗봇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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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의 기술발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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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매칭방식
챗봇의 기술발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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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Chatbot

— 미리 설정해 둔 단어를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저장해 둔 답변을 매칭하여 보여주는 방식 

— 최대한 많은 답변을 미리 입력, 저장 

— 많은 인력, 노동 필요 

— 입력되지 않은 답변은 할 수 없음

안녕?

좋아하는 음악이 뭐야?

넌 멍청해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지

내 위치가 지금 어디지

장세영 번호 찾아줘

아이스크림 뭐 좋아해

음식 추천해줘

오늘 날씨가 어때

나 배고파

이름이 뭐야?

몇살이야?

안녕?

락 좋아해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바

햄버거

19도 맑음

나도 그래

숨숨이

22살



NLP + DL 
챗봇 기술발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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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Utterance

1

인터넷 뱅킹 이
체한도를 1억
정도까지 늘리
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여 이체
한도 증액 가능합니다. 
(감액은 인터넷뱅킹/폰뱅킹/신한 S뱅크에서 가능) 
통합한도 1일 5억원이하, 1회 1억원이하 까지 설정할 수 있
으며, 보안매체(보안카드/OTP카드) 별로 이체한도 설정 가
능합니다.

2

인증서 새로 발
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
나요?

당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발급/
재발급 → 인증서 용도선택  → 사용자본인확인(주민등록번
호,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 → 약관동의 → 추가 본인확인 절
차강화 인증㈜ (택1)→ 이체비밀번호/보안매체 번호입력 → 
인증서암호 및 저장위치 선정 → 인증서 발급완료

3

이체  비밀번호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죠?

이체비밀번호를 비롯한 각종 비밀번호는 원천적으로 조회
가 불가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상부 감독기관의 지도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체비
밀번호는 온라인상의 인감과 같은 것으로 함부로 고객확인
이 불가한 상황에서 조회를 해드려서도 안되고, 조회 해드
릴수도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영업점에서 신규 이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자동이체 신청
하고 싶어요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은행 계좌로의 자동이체(납부자 자동
이체)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건당 300원 입니다. 자동이
체를 신청하시려면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하신후 좌측메뉴
에서 [이체] -> [자동이체] -> [자동이체 등록] 메뉴를 선택
하시면 타행으로의 자동이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Processing

Sentiment

Classification

Entity
Extraction

Translation

Topic
Modeling

Document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현 기술의 한계 및 지향점
챗봇의 기술발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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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TASK

챗봇은 단순히 말을 잘 알아듣고 말상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공지능 챗봇이란,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더욱 높은 삶의 질을 인류에게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기술은 단순히 말을 잘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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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A (Hierarchical Task Analysis)

다음 세대의 챗봇

2016-11-04



NLU에 기반한 Task 처리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HTA : 다음 세대의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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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 장세영한테 받은 내역 리스트 보여줘

지난 달에 장세영한테 받은 내역 리스트 보여줘

지난 달 에 장세영 한테 받 은 내역 리스트 보여 줘

2016. 10 중 (장세영)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조회

기간  : 10월 대상 이름 : 장세영

태스크 : 거래내역조회



독립적인 TASK 생성
HTA : 다음 세대의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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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확인

음식점 
검색

메뉴 
검색

주문 
전화

— 소단위 TASK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생성 

— TASK의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TASK 간의 연

계 및 조합이 가능 

— 디버깅 혹은 수정 시, 소단위로 파악이 가능

하므로 효율성 증가



HTA : 다음 세대의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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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확인

음식점 
검색

메뉴 
검색

주문 
전화

TASK의 구조화

주변 
음식점 검색

음식점 
메뉴 검색

주문
— 독립적인 TASK를 계층적으로 구조화 

— TASK의 조합 및 연계로 새로운 TASK를 창조 

— 각각의 TASK를 변수로 수많은 TASK를 생성

할 수 있고, 새로운 TASK 또한 독립적으로 작

용하므로, 계속해서 자가학습하여 발전



ABOUT US
(주) 머니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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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들이 인공지능 챗봇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니브레인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인공지능 챗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머니브레인의 업무 처리 전문 챗봇은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페이스북 메시지 등의 
기존 채팅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 또한 마
련해 기업 자체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태스크 처리 전문 챗봇 서비스의 범위를 업무 분야별로 특화시켜 금융, 배달 
주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 HTA (Hierarchical Task Analysis) 
-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 DL (Deep Learning)

TECHNOLOGY

- 금융봇 : 간편조회 및 이체, 상품추천 
- 주문봇 : 배달음식 주문 및 맛집 추천

SERVICE

- 카카오톡, Line, Facebook 
- Wechat, Whatsapp, Telegram 
- Siri, S-voice, Echo

PLATFORM



THANK YOU!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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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858-5683 HP: 010-6316-5683 Email: com2best@moneybrain.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