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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사업 소개(Value Chain)
· 구성원 소개

본 사업의 개요와 ㈜머니브레인의 핵심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사업 개요

인간의 대화를 흉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자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사람간 대화로 전환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예약 / 티켓팅 업무처리 고객상담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어로 질문이나 명령을
내리면 맥락을 파악해 대화 가능

인공지능 딥러닝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

앱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메시징 플랫폼을 사용하여 접근성 높음



고객상담

분야별 기능 예시

공통 공통금융

금융업무 상품추천

금융업무
잔액, 입출금내역, 자동출금 내역조회, 이체, 송금 등

금융상품 안내, 추천, 가입
상품 문의 및 안내 응대, 상품가입

최적의 시점에 상품별 전문상담직원과 연결

알림 서비스
계좌 잔액, 납부, 대출, 적금관리, 자동이체 출금 알림 제공

알림 내용과 함께 상세내역 조회 링크 제공

쇼핑

상품추천 이벤트

쇼핑 가이드
딥러닝 기반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이벤트 안내
고객 맞춤형 이벤트, 기획전 안내 및 상품 선제안

주문배송 조회
구매 이력 및 주문 배송 조회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학생벤처네트워크 부회장

· 페이지온 대표이사

· 핑거 연구소장

· SK C&C 솔루션 개발팀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Knowledge & Database 석사

· SK텔레콤 MD개발팀

· SAP HANA Labs Optimizer Team

·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 석사 졸업

·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 SK 커뮤니케이션즈 컨텐츠 사업팀

· 이노션 Space Intelligence팀

· 트리플에이치인터렉티브 대표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미국 Columbia 대학교 MBA졸업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M&A본부

·씨티은행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 중앙대 물리학과 졸업

· 삼성 SDS 바다개발그룹

· SK C&C 솔루션 개발팀

· LG 전자 HE 연구소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울대학교 학생벤처네트워크

·49 Seconds 개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미국 USC 박사 졸업

·Post-Doc: Brain and Cognitive Science

·고려대학교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



· 시장 환경
· 전망 분석
· 상용화 사례 분석

시장 전망은 물론, 상용화 및 예정 사례를 분석합니다



“ 앱으로 대변되던 모바일 생태계가 챗봇 플랫폼으로
흡수되면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 환경 및 전망 분석

"어떤 이도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위한
새 앱(App)을 깔고 싶어하지 않는다.”

페이스북 F8 2016 주커버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6 연내 인공지능
적용 챗봇 공개예정

Bot API 공개
2015.06 출시

인공지능 챗봇
기술 적용 메신저

준비중

가상비서 코타나와 결합해
플랫폼으로서의

대화 구현 비전 발표

금융비서 금융봇
도입 예정 발표

챗봇 기반의
스마트폰 콜센터

구축 예정

인간의 대화를 흉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자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사람간 대화로 전환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챗봇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이용방식이 변화되면

금융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시장 환경 및 전망 분석

문자(Text)기반
챗봇 주요 핵심 기술 별 전망

광고, 미디어 활용
챗봇 국내외 전망

 2020년 시장규모 44억 달러 전망

 머신러닝 연평균 성장률 51.4%

 자연어처리 연평균 성장률 58.9%

 2020년 시장규모 1,151백만 달러

 국내시장 연평균 성장률 51%

 해외시장 연평균 성장률 43%

 '-

 1,000

 2,000

 3,000

 4,000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세계

국내

※ ※

[단위 :  백만달러] [단위 :  백만달러, 억원]



상용화 사례 분석_적용 예정사례

KASISTO 음성인식 가상 비서 카카오뱅크 금융봇

 모바일 가상 뱅킹 비서 앱

 딥 러닝 기술 및 음성인식 기술 적용

 모바일뱅킹 업무(송금, 잔액 확인)

 이번달 지출액, 특정 내역 사용금액 및 사용 가

능한 쿠폰, 카드 잔고, 결제

 33개 협력사

 의류 주문 및 상담을 챗봇으로 제공

 1:1상담 신청시 담당자랑 채팅

 연령과 사용자 취향에 맞춰 상품추천

 ARS나 상담원보다 편하게 느끼는 소비자 존재

 전화주문보다 빠른 주문

 TV가 없어도 카카오톡으로 홈쇼핑 방송 시청하

다가 주문 가능

http://30j91a470pw67z1vo3jhe1q1.wpengine.netdna-cdn.com/wp-content/uploads/2016/03/chatbank_mockup.jpg


챗봇의 주요기능 및 적용기술을 소개합니다. 



Architecture

S/W 아키텍쳐

고객상담

대화 태스크연동모듈

대화처리엔진

금융업무

상품추천

보험

상식

금융

카드

영어한국어
태스크구조화모듈

NLU

구문분석기

품사분석

인공지능
학습엔진

태스크학습모듈

Retrieval-based Model

엔진

엔진

엔진



Process

채널

프로세스

기존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등

음성인식기
처리모듈

컨
트

롤
러

음성합성기 문장합성기

처리 모듈

은행

보험

증권

카드



NLU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형태소
분석

시멘틱
분석

Entity 
분석

자연어
이해

급성 A형 간염환자에게 보험 적용시 필요한 청구 서류가 뭐지?

(급성 A 형 간염)/n (환자)/n (에게)/j (보험)/n (적용하다)/v (시)/n (필요하다)/v (청구)/n (서류)/n (가)/j 
(뭐)/n (지)/j (?)/p

(급성 A 형 간염)/n (환자)-(병자,편찮,아픈)/n (에게)-(께,에)/j (보험)/n (적용하다)-(사용하다)/v (시)/n 
(필요하다)-(요구되다)/v (청구)/n (서류)-(문서)/n (가)/j (뭐)/n (지)j (?)/p

(급성 A 형 간염)-병명 (보험)-Task (서류)-Task

(병명)의 (서류) 안내

·형태소 사전을 통해 문장을 최소단위인 형태소로 분해 및 품사 파악

·시멘틱 룰을 통해, 동의어-반의어를 파악

·Entity(개체명) 사전을 통해 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태스크를 이해

·Entity인식으로 수행해야 할 Task와 필요한 Parameter를 확보하여 문장을 이해



NLU

Entity 분석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Entity의 경우, 

인식 룰을 만들어 Entity를 인식한다.

[보유 Entity]

핸드폰 번호, 계좌 번호, 날짜, 시간, 금액, 

생년월일, 자동차번호, 비밀번호 등

1000만건이상의 Entity를 가지고 있는 사전을

이용하여 Entity를 인식한다.

[보유 Entity]

주소, 장소, 이름, 분야, 회사명, 수량, 기관명,

국가, 통화, 성별 등

특정한 도메인의 Entity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여

Entity를 인식한다.

[보유 Entity]

상품명, 매장명, 질병명, 메뉴명, 

모델명, 옵션명 등



NLU

나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싶어

나는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싶어

나는 연락처를 고치고 싶어

나 폰번호를 수정할래

핸드폰 번호 변경해줘

난 핸드폰 번호 유지하기 싫어

변경하다

고수하다

유지하다

바꾸다

정정하다

수정하다

고치다

동의어

반의어

Symentic 분석



DM

대화관리 기능이 있어

대화 관리를 동적으로 수행한다. 

엔진 자체에 정의된 관리 명령어를

바탕으로, 대화를 구조적으로 구성하여

적절한 결과를 산출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비구조적인 대화흐름을

통제하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문맥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답변을 기억한다. 

또한, 사용자의 정보를 학습하고 저장하여, 

대화가 늘어날수록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기억”이라는 지능을 가짐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경험을 월등히

증진시킨다.

주로 사용되는 대화의 패턴을 저장하여

기록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 

대화 내의 공통된 주된 패턴을

저장함으로써, 다양한 도메인의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한다.

HTA기술과 연계하여, 재사용 뿐만 아니라

조합을 통해 새로운 패턴을 생성한다.

DM (Dialogue Management)



HTA

독립적 Task

HTA(Hierarchical Task Analysis)

Context

Intent

Entity

주문

Task
처리 모듈

Result
주변 음식점 검색 음식점 메뉴 검색

위치 확인
음식점
검색

메뉴 검색 주문 전화

각각의 TASK를 변수로 수많은 TASK를 생성할 수 있고

새로운 TASK 또한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계속해서 자가 학습하여 발전 TASK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TASK 간의 연계 및 조합이 가능



Deep Learning

1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를
1억정도까지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여
이체한도 증액 가능합니다.
(감액은 인터넷뱅킹/폰뱅킹/신한 S뱅크에서 가능)

2
인증서 새로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발급/재발급 → 사용자본인확인
→ 이체비밀번호/보안매체 번호입력
→ 인증서 발급완료

3

… …

Corpus Data Set

예시)

 Retrieval-based model은 질문의 유사도를 파악하여 생성 되어있는 답변을 제공

 Q&A 방식의 Dialogue Corpus Data Set을 학습

 금융 기관 등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곳의 챗봇에서 사용

Q : 이체 한도 늘릴 수 있어?

A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

Q : 인증서 발급 받고 싶어

A : 당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 …

Retrieval model

Process



Deep Learning

Corpus Data Set

예시)

 Generative model은 순환 신경망을 이용해 새로운

답변을 유기적으로 조합 및 생성하여 제공

 영화 대본, 상담 내역 등의 corpus를 학습

 가벼운 일상대화들을 제공하는 챗봇에서 사용

Q : 신용 등급 3등급인데 은행 대출 가능해?

A : 네 은행을 포함한 제 1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Q : 인증서 만료 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

A : 네 공인인증센터에서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Generative model

1
제가 신용등급 3등급이고
2천만원 정도 대출 받고 싶
은데 가능할까요?

네 고객님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시며,
필요하신 경우, 상품 관련 담당자 분께 연결해드리
겠습니다.

2
인증서 재발급 받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되죠?

네 당행 공인인증센터에 상단 인증서 재발급 메뉴에
서 본인 인증 후에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 …

Process



Deep Learning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 후 페르시아 만의 6개 산유국들이 가격인상과 감산
에 돌입,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두바이유) 고시가격은 4달러를 돌파했다. 1974년 1월
엔 11.6달러까지 올라 2∼3개월 만에 무려 4배나 폭등했다. 이 파동으로 1974년 주요 선
진국들은 두 자릿수 물가상승과 마이너스 성장이 겹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
어야 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73년 3.5%였던 물가상승률은 1974년 24.8%로 수직상승했고, 성장
률은 12.3%에서 7.4%로 떨어졌다. 무역수지 적자폭도 크게 확대(10억 달러→24억 달러)
됐다.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에너지 수요가 많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1975년에 이르러 성장률은 6.5%로 더 떨어졌고, 물가는 24.7%
의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후 폭풍은 2년간 지속됐고, 1976년에서야 비로소 경제는 정상
을 되찾았다.

Corpus Data Set

예시)

 Question Answering model은 Document에서

질문과 답변을 추출해 내어 Corpus형태로 재생성

 상담내역 등을 Corpus 형태로 만드는 데 사용

Q : 1974년 1월에 유가가 얼마였지?

A : 11.6 달러

Q : 1974년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지?

A : 7.4%

Process

QA Generation



Channel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능



상용화사례

· 금융 기관
· 주문 예약



➊ 금융기관

 2016년 11월 7일 카카오톡을 통한 금융봇 업계 최초 런칭

 온디멘드(On-demand) 서비스의 선도업체 위상 확보

 고객 편의성 증대 및 비대면 채널 활성화 기여

도입효과

금융업계

동향

향후

발전방향

24시간 실시간 상담 가능

지역적 커버리지 한계의 극복

향후 고도화에 대한 대비

신한은행 금융봇 기술 검토 시작

우리은행, IBK 등 금융사 챗봇 준비

카카오뱅크 챗봇 개발

음성인식 기능 탑재

빅데이터 분석 통화 개인화 서비스

내년 하반기부터 챗봇 경쟁 본격화

상용화사례



 2016년 11월 17일 카카오톡을 통해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베타) 오픈

 기존 배달어플보다 최대 6배 빠른 업무 처리 속도

 메뉴판, 운영시간, 위치 등 주문 관련 핵심 정보 제공 및 배달 시행

도입효과

관련업계

동향

향후

발전방향

24시간 실시간 상담 가능

자연어 처리에 따른 고객 만족 증대

채널 다양화 및 구매전환율 증가

신한은행 금융봇 기술 검토 시작

우리은행, IBK 등 금융사 챗봇 준비

카카오뱅크 챗봇 개발

음성인식 기능 탑재

추천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개발

POS 연동으로 완전 자동화

상용화사례
➋주문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