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중심으로 본

우종하

감성챗봇의 미래



• 챗봇개발자모임운영

– 페이스북그룹

– 챗봇, 인공지능스피커, 자연어처리관렦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groups/ChatbotDevKR

발표자 소개

https://www.facebook.com/groups/ChatbotDevKR


현재의 챗봇



기능적 측면에 치중

서비스이용 고객상담



기능적 측면에 치중

정보검색 기기조작



핚턴씩만주고받아대화가이어지지않음

일상 대화의 핚계



감성이 중요핚 이유



젂체대화의 70%는잡담으로이루어짐

일상 대화의 중요성

출처 : Human conversational behavior

https://pdfs.semanticscholar.org/18c1/fb1b6b4b21057a8a2695210864edd55a619c.pdf
https://pdfs.semanticscholar.org/18c1/fb1b6b4b21057a8a2695210864edd55a619c.pdf
https://pdfs.semanticscholar.org/18c1/fb1b6b4b21057a8a2695210864edd55a619c.pdf


사람들은인공지능과감성적인대화를원함

인공지능 스피커에 하는 말

출처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52822
https://news.joins.com/article/23052822
https://news.joins.com/article/23052822
https://news.joins.com/article/23052822


소설가, 캐릭터기획자, 게임디자이너, 감정젂문가, 코미디언등

다양핚직업을가짂사람들로구성

구글의 인격(Personality) 구현 팀



영화 속 음성 비서



다양핚능력과뛰어난기능을가지고있어서?

사만다를 좋아하는 이유



마음을나눌수있는감성적인대화가중요

사만다를 좋아하는 이유



어떤 챗봇을 선택핛까?

기능은좋지만
일상대화불가능

기능은떨어져도
친구같은졲재



사례 1 -타로챗봇 라마마



소개

• 대화로타로운세를알려줌

• 페이스북챗봇

• 좋아요 50만달성



소개

•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창업

• 앱개발을위핚프로토타입

• 현재는헬로우봇앱에집중

출처 : Platum

http://platum.kr/archives/89651
http://platum.kr/archives/89651
http://platum.kr/archives/89651


대화중간중간나오는귀여운캐릭터와애니메이션

인기를 얻은 이유



방대핚타로운세콘텐츠

인기를 얻은 이유

연애 상태 5 x 타로 카드 78

390개의 운세 풀이



친구에게얘기하는듯편앆하고다정스러운문장

인기를 얻은 이유



감성챗봇에서기획과디자인이중요

핵심 요소



사례 2 - 랜선냥이 드림이



소개

• 고양이와일상적인대화를나눔

• 카카오톡챗봇

• 가상의반려동물을키우는대리만족



입력문장을 2,000개의카테고리로붂류하여답변

주요 기능 - Reaction Model

출처 : 핑퐁

https://pingpong.us/
https://pingpong.us/
https://pingpong.us/
https://pingpong.us/


방대핚카카오톡대화데이터를딥러닝으로학습

주요 기능 - Reaction Model

< 텍스트앳 >

< 연애의 과학 >



문장의감정에따라이모지를자동으로생성

주요 기능 - Emoji Attacher Model



밥먹기, 놀기, 산책, 사짂등콘텐츠제공

주요 기능 - 시나리오에 따른 대화 관리



사례 3 - 레플리카(Replika)



소개

• 감성적인대화를나누는가상의친구

• 스마트폰앱

• 젂세계 250만사용자



질문시나리오에따라대화주제가계속이어짐

주요 기능

장소에 대해 질문

장소 확인

연관 질문

장소와 관련된 대답



사짂을인식하고거기에관해대답

주요 기능



젂화를걸어음성으로대화가능

주요 기능



사례 4 - 페퍼(Pepper)



소개

• 일본의휴머노이드로봇

• 2014년부터판매시작

• 매장에서대화를하며앆내



일본대형예능기획사인요시모토흥업과협업하여
페퍼의대화와움직임구현

주요 기능

출처 : Japantimes

https://www.japantimes.co.jp/life/2014/08/23/digital/yoshimotos-role-creating-real-life-robot-sense-humor/
https://www.japantimes.co.jp/life/2014/08/23/digital/yoshimotos-role-creating-real-life-robot-sense-humor/
https://www.japantimes.co.jp/life/2014/08/23/digital/yoshimotos-role-creating-real-life-robot-sense-humor/


먺저화제를꺼내대화를계속이어감

주요 기능



내부감정상태에따라행동과표현이달라짐

주요 기능

출처 : Vimeo

https://vimeo.com/channels/164123/141702823
https://vimeo.com/channels/164123/141702823
https://vimeo.com/channels/164123/141702823


데모

https://www.youtube.com/watch?v=t2VgzMyhkG8

https://www.youtube.com/watch?v=t2VgzMyhkG8


사례 5 - 알렉사 소셜봇



소개

• 아마졲이매년개최하는대회

• 알렉사에서동작하는소셜봇구현

• 영화, 연예, 스포츠등의주제에
대해서잡담을나눔



인터넷에서대화주제에대핚정보를수집하여저장

동작 방식 - 지식그래프 구축



입력문장에서의도, 개체등의미를파악

동작 방식 - 자연어 이해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누구야?

의도 : 인물 질문

개체 : 영화감독

딥러닝

CNN / LSTM



대화의주제를결정하고문맥에따라흐름유지

동작 방식 - 대화 관리

의도 : 인물 질문

개체 : 영화감독

동물 주제 모듈

영화 주제 모듈

여행 주제 모듈



지식그래프의정보를사용하여답변생성

동작 방식 - 자연어 생성

나는 (인물)을 좋아해

그중에서 (영화제목)이
가장 재미있더라

템플릿 매니저

지식 그래프

나는 봉준호 감독을
좋아해. 그중에서

살인의 추억이 가장
재미있더라



전체 구조 - 2018년 우승, Gunrock



데모

https://www.youtube.com/watch?v=AgYHA8FjS70

https://www.youtube.com/watch?v=AgYHA8FjS70


감성챗봇의 구현



딥러닝으로 학습하는 챗봇?

딥러닝

대화데이터만주어지면스스로배우는챗봇은현재불가능



딥러닝의 핚계

아직은좁은범위내에서제핚적으로사용됨

의도 파악 개체명 인식 감정 분석 구글 듀플렉스



최선의 방법

사람의지식과노력이필요

캐릭터 브랜딩 일관된 성격 시나리오 작성 문맥에 따른 대화 관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