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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CHATBOTS) 101

지능적인 대화형 챗봇이 이들 메시징 앱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등장, 
기업과 고객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바일 최우선(Mobile-First)” 시대, 어떤 유형
의 앱이 가장 널리, 또 자주 사용되고 있나요?

정답은 메시징 앱(Messaging Apps)!

메시징 앱 사용자는 41만 명! 1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위 10대 앱 중 6개가 메시징 앱1

인공지능의 주요 이정표

튜링 테스트
“지능을 갖춘” 기계는 문자 기반의 
대화에서 인간과 구별이 불가능
하다는 알란 튜링의 제안

딥 블루
체스 세계 챔피언 
개리 카스파로브 제패

왓슨
제퍼디(Jeopardy) 퀴즈쇼에서 
2명의 퀴즈왕 켄 제닝스와 
브래드 러터를 제패하였으나 
힌트의 단어수가 적은 경우 고전함

리브라투스
무제한 텍사스 홀덤(Texas Hold’em)

카드 게임 토너먼트서 4명의 
프로 포커 선수를 제패, 블러프 
방법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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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바둑 세계 챔피언인 이세돌을 

상대로 승리, 사이언스지의 
“올해의 혁신 성과”로 선정

메시징 앱:
챗봇의 완벽한 채널
CHATBOTS

65%의
소비자는 메시징 앱을 통해 
기업과 연락하기를 선호합니다.2

50%의
소비자는 메시징 앱을 통해 
구매를 실행합니다. 2

5배: 고객의 기업 페이스북 
포스팅 대비 메시지 발송 
빈도 수4

메시징 대화의 길이, 평균 

페이지 대화 대비 66% 

긴 것으로 밝혀져 4

10시간:  기업이    메시지에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4

페이스북과 kik 메신저
상에 이미 30,000개의 

봇 존재5 

56% 는 메시징을
통한 관계 형성이

ROI관점에서 긍정적, 
58% 는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응답4

보험, 금융 서비스, 영업,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 챗봇을 통해 

1,740억 달러 절감 가능6

기업, 고객을 쫓아 
메시징 플랫폼에 눈길

90% 의 기업이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 요청에 응답 4

소셜 메시징 채널의 
가치를 이해하는 기업

50%이상의
고객은 비즈니스가 
24시간 365일 열려있기를 
희망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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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과 인공지능: 두 가지 관계 형성 방법

태스크 기반 (선언적)

더욱 강력한 양방향 질의응(FAQ)

현재까지 가장 흔한 유형의 챗봇 

사용자 질의에 대한 자동화된 
답변 및 대화형 메뉴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나 
머신러닝과는 다름

후방의 기록 시스템과의 통합

고도로 전문화되고 정형화된 
상호작용

지원 및 서비스 업계에서 가장 
효율적

데이터 중심 및 예측성 (대화형)

아마존의 Alexa나 구글의 
Assistant와 유사

데이터와 의도 모니터링, 대화 
시작까지도 가능하며 상황을 인지

사용자 프로필과 과거 행동에 
기반한 개인화

자연어 처리 및 머신 러닝의 사용

실사례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적 인텔리전스 및 
분석,빅데이터 소스와의 통합

챗봇의 가능성

챗봇이 도움이 되는 분야

내 계좌 잔고가 얼마일까?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해야겠어

학교 구내식당이
어디에 있고 몇 시에 문을 닫지?

주차요금을 지불해야겠어

다음 버스 시간이 언제야?

방의 조명을 50% 어둡게 해줘

TV 서비스를 주문해줘

정전을 신고하고 싶어

30분 후에 음식 배달 일정을 잡아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

적립된 휴가 일수가 몇 일이지?

온라인이나 가까운 지점에 신발 재고
가 있나 확인해줘

더 알아보기

챗봇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com/bots(영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racle.com/bo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