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봇의 활용, 어디에서 도입하면 좋은가? 

(금융, 유통, 쇼핑 서비스에 적용된 인공지능 Chat Bot 사례와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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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와이즈넛 소개 

2. Prologue 

3.실제 인공지능 수준  

4.우리가 바라는 챗봇은? 



1.1 와이즈넛 소개 > 회사소개 



1.1 와이즈넛 소개 > 기술역량 



1.1 와이즈넛 소개 > 시장 점유율 



1.1 와이즈넛 소개 > 제품 라인업 





2. Prologue 

우리는 인공지능 어플로 한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면접 때 옷을 어떻게 입는게 좋을까? 
어플 : 얼마전에 산 하늘색 셔츠있죠? 

주인공 : 오 어떻게 알아? 
어플 : 면접은 깔끔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주인공 : 부모님한테 면접 떨어진 것 말 못했는데… 
어플 : 부모님도 아마 알고계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3. Real Performance (1/3) 

아침 여섯시에 깨워줘 

배고파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죠! 
이 근처에서 음식점을 
찾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너 누구야 

글쎄요… 

다른 얘기해줘 

이전에 이미 들어본 
이야기일텐데요… 

밤 9시 약속 

오늘 밤에 아무런 일이 
없어요. 
생성할까요? 

예 



3. Real Performance (2/3) 

Plug in baby 들려줘 

평양 날씨는 어때 

말씀하신 지역의 
날씨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별이 뭐니 

여자예요. 목소리를 
들으시면 딱 아실텐데요… 

뮤즈의 plug in baby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혼인 신고 시 필요 서류 문의 

내 집 앞 불법 주차 신고 

유아 예방접종 상담 

4. 기업/기관에서 원하는 ChatBot은? 

가벼운 일상대화  

정보 제공(뉴스/날씨) 

농담 

감정 파악 

광범위 대용량 지식 데이터 
알고리즘 

기계학습, 시나리오 구성  
Service Action 연계 구축 

Common Sense Expert Intelligence 

적용 
핵심 기술 



답변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ChatBot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기간계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용이해야 합니다. 

4. 기업/기관에서 원하는 ChatBot은?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혼인 신고시 필요 서류 문의 

내 집 앞 불법 주차 신고 

유아 예방접종 상담 

Enterprise Chatbot 



II. 챗봇 

1. 다양해지는 챗봇 활용 분야 

2. 챗봇의 산업적 활용 

3. WISE iChat 



Chat Bot이 탑재된 AI 채팅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은 2024년, 1조원 
시장 예상 

대상 시장 활용 분야 

• 대화형 커머스 및 O2O 쇼핑, 비행기예약, 숙소예약, 레스토랑 예약 및 주문, 택시호출 등 

• 고객응대서비스 금융(증권/보험/은행), 통신, 리테일(물류) 등 

• 개인비서 서비스 헬스케어, 뉴스피드, 날씨정보, 금융상담, 일정관리, 길찾기 등 

• 로봇 컨시어지 서비스 국제회의장, 전시장, 백화점, 호텔 등 

• 의료 상담 서비스 병원, 약국 등   

• 공공기관 고객응대 및 상담 관공서, 공단, 공사 등 법률상담, 세금납부, 부동산정보, 구인구직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광고, 미디어, 방송안내, 데이팅, 공연 등 

• 기업용 메신저 정보검색, 파일공유, 데이터보관, 팀원정보 공유, 자동 사무화(QA), CRM 

 Chat bot 활용 서비스 분야 

1. 다양해지는 챗봇 활용 분야 



비즈니스 
관점 

기술 
관점 

사회문화 
관점 

•App으로 대변되던 모바일생태계 > 챗봇 플랫폼
으로 흡수 
-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금융, 쇼핑, 여행 등  
  다양한 영역확대 
 

•커머스 플랫폼 측면 부각 
- Push형 메신저 -> 쌍방향 소통방식 진화 

•밀레니얼 세대  
- 커뮤니케이션의 연결은 늘어나지만 직접적인  
  대화는 줄드는 현상 (MIT Dr Sherry) 
  > 실행된 앱 10개 중 6개는 매신저앱 
  > 이동전화 통화량(10년 200분 ->12년 175분) 
 

•  2030 폰포비아(전화울렁증)族’ 증가 
-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직방, 야놀자 등 

•고객센터의 단순문의 처리 자동화 고민 
- 24시간, 365일 운영 가능한 비대면 단순문의  
  답변방안에 대한 고민 

 

•서비타이제이션 - 고객서비스가 기업경쟁력 
- 제품+서비스+지원+지식 셀프서비스의 융합 
- 융합된 고객경험 극대화가 기업경쟁력으로 

2. 챗봇(Chat bot)의 산업적 활용 

Chat bot 다양한 비대면 업무지원 도입 배경 

무료 법률 상담 
/자문 

병원 예약과 
문진 처리 

배송/반품/취소 
처리 

개인 계좌 조회 
및 이체 

저축 상품 
안내 및 가입 

24시간 카드 
분실 처리 

구매 관련 문의에 
대한 상품 추천 

렌탈 관련 상담 
/ 자동주문,배송 

공공서비스 
민원신청/ 응대 

홍길동 고객님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알아서 
챙겨주는 와이즈 
핀봇입니다. 



3.1 WISE iChat 



3.1 WISE iChat > 기술요소 

■ 유사 질의 확장(word embedding) 



3.1 WISE iChat > 기술요소 

■ 유사 질의 확장(word embedding) 



III. 구체 사례 

1. iChat Service Flow 

2.금융분야 

3.유통분야 

4.쇼핑분야 

5.공공분야 

 



1. WISE iChat Service Flow 

 
 
 

질의 분석 

형태소 분석 

LSP 컴파일 의미 분석 

대화 관리 

답변 매칭 

응답메시지 
완성 

의도 분석 사전 

의미자질, LSP 
knowledge 

개체명 사전 

언어자원 

응답 지식 

기존  
상담 이력 

심화채팅 
상담 이력 

기존 상담 
응답지식 구축 

1 

사용자 

상담사 

사용자 Talk 
신청 

2 
심화채팅 상담 요청 4 

기존 상담 
응답지식 

자동채팅 
상담 

심화채팅 
상담 

심화채팅 
상담 수집 

상담데이터 
지식 추가 

관리/통계 

관리/통계 8 

2 
자동 Talk 

응답 
3 

자동채팅 시스템 

심화채팅 
상담이력 기록 

6 

기계학습을 통한  
응답지식 
Update 

7 

심화채팅 상담 응답 5 

개체명 인식 

<상담사 채팅상담 화면> 

<사용자 채팅상담 화면> 

자동 Talk 
요청 

■ 기계학습 + 룰 기반의 성장형 시스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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