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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 UI & AI 1

3

AI는 새로운 UI



6인치 UI의변화 : 챗봇 1

스크롤

터치

시선

• UI와 시각적 기준의 변화

Web : 마우스+키보드, 시각  검색창 (0,0)

Phone : 터치, 시각  입력기 (하단)

• 메신저형 UI

대화형으로 연관된 것이 모여있음

중력과 같은 방향성,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움

• 챗봇

메신저형 콘텐츠 서비스, 메뉴 : 버튼 + 대화창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는 단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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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음성인식 1검색창

리모컨

조명에서 가전제품까지

CES 2019 winners : 

구글 어시스턴트 : 10억대, 1600개 브랜드, 1만개 기기

아마존 알렉사 : 1억대, 150종 기기

2019 예측 @ 영어권 :

가정용 장치 위주 확산 : 조명, 보안, AV 기기, 가전 제품

시장에서 음성 비서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이 이뤄질 상황5



음성비서와챗봇고객센터 1

“2019년 국내 AI 스피커 보급 대수는 800만대 예상”

“그러나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45% 수준”

‘제28차 이동통신 기획조사’(2018년 10월 실시)

“기업은 챗봇 도입으로 고객 서비스 비용을 낮춘다”

“고객은 언제나 쉽게, 즉시 응답 받을 수 있다”

“고객 센터 직원은 챗봇의 도움으로 생산성이 향상 된다＂

?
50%

음성비서 챗봇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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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달린 AI 스피커 : Self Activation 1

듣는 AI스피커에서 보는 제품으로, [조선일보, ‘18.11.26]

Eye Contact !!!

청각 + 대화 +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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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아직,ㅠㅠ 1

jibo 소셜 로봇 사업 규모 축소, ’18.10 일을 못하는 로봇, 페퍼 85% 해고 위기, IITP, ‘18.10

Jibo’s Final Farewell
https://www.youtube.com/watch?v=1rCeQlemiTg

사랑스러운 소셜 로봇 Jibo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 Pepper

멍청하거나 일을 못하면 퇴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에서

jibo를 했다면...

$899  $499 $500/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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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o! Jibo? Jibo!!! 1

9

https://www.youtube.com/watch?v=MNzb4FC6lhg 편집

https://www.youtube.com/watch?v=MNzb4FC6lh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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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가구관련통계

[뉴시스, 
2018.8.28]

28.6% 561만 1인가구 노인인구 712만명, 고령사회 전업주부 730만명

AI 스피커 : 아직은 쓸만한 서비스가 부족하지만, 생활 패턴은 이미 변화 중



멀티모달대화형캐릭터@ A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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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AI 플랫폼@ 아마존

56,750
대화형 서비스를 위한 환경 : 기술, 장비, 고객, 과금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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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AI 플랫폼@ 구글

머신러닝, 빅데이터에 강점, AI 기능을 API로 제공

13

2

- Vision -

레이블 추출, 얼굴 인식
글자 인식

- Speech -

받아 쓰기, 읽어 주기

- Language -

문장 분석, 의도 분석
대화 시나리오



대화형 AI 플랫폼 (국내)

해외 성공 사례의 신속한 재현 능력과 닫힌 시장의 장점을 보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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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AI 플랫폼@ A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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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대화 에이전트

역할 지형적 대화 Plan

스토리가 있는 대화 구조

딥러닝 기반 대화와 지식

일상 대화 스타일의 응답 생성

언어와 지식의 분산 표현

도메인 지식어휘 지식 분류 지식

지식

시각/청각 이해

아바타와 대화

i/o

AIRI 플래그쉽 프로젝트 [2018-2020]



음성기술의수준 2

음성 인식 목소리 합성 목소리 구별

성능 평가는 참 어려운 문제

구글 API

• 음성 인식 $0.006/15초

• 동영상 음성 인식 $0.012/15초

• 반응 속도 빠름 [AIRI 자체 조사]

• 예상 단어 포함시 인식률 향상

• 띄어쓰기, 숫자, 외래어 조심 필요

국내 API

• NAVER, KT, KAKAO API, ETRI API

• 명확한 가격과 품질 등 가이드 부족

Amazon Transcribe

• 투명한 가격 정책 $0.0004/1초

네이버

• 등록된 사람 : 6명 2%, 10명 3%, 20명

5%, 50명 8% 정도 화자식별 정확도

하락

구글

• 2개 언어 동시 인식, 6명 목소리 구별

공통

• 합성방식과 딥러닝 방식 혼용중

• (딥러닝) 실시간 자연스런 목소리 생성

• 목소리 변조, 내목소리 합성, 감정 표

현 등은 실용화 수준에 약간 미달

네이버

• “8분의 녹음으로 목소리 합성 가능”

• 연예인 목소리 AI 스피커에 적용중

Amazon Polly

• 립싱크 가능한 정보 제공

• 한국어 품질 우수함, 투명한 가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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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신선한시도 2

Alexa Prize : 20분 동안 사람과 대화하는 목표의 소셜 챗봇, 50만불 상금, 2017년부터, 대학 대상

2018년의 특징 : 음성인식 오류 복구 노력, 지식 동원, 자연스러운 음성합성

https://www.youtube.com/watch?v=mCcRN2PXMso (편집)

2018 Alexa Prize Finals
https://developer.amazon.com/alexaprize

우승팀 : 평점 3.17/5, 10분 22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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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실용적인시도 2

Google Duplex : 실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약, 영업 시간 파악 등 수행

현실적 활용 방안 : 구글 지도의 상점 오픈 시간 정보에 신뢰성을 확대 (영업 문의 전화수 감소 효과)

https://www.youtube.com/watch?v=oYSKeXcALAI (편집)

2018 Alexa Prize Finals
https://developer.amazon.com/alexaprize

“한 AI가 알면 모든 AI가 같이 안다”

새로운 상상 2018 구글 듀플렉스

[ The Google I/O 2018 keynote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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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해와동작이해기술의수준 2

이미지 인식 얼굴 인식 동작 생성

2015년 기대 성능 확보

• 2012년 딥러닝 시대 개막 (10% 향상)

• “시험용 데이터”는 인간 능력 추월

유료 API

• 구글 : Cloud Vision API

• 아마존 : Rekognition

아이폰 안면인식

• 얼굴인식 핸드폰 내장, Animoji 

• Depth 카메라로 3차원 얼굴 인식

동작 영상 생성하기

• 비디오를 다른 상황의 비디오로 합성

• 대규모 컴퓨팅이 필요, API로는 곤란

아바타가 스스로 동작하기

• 게임 케릭터 수준으로, 사람 동작의 원

리를 학습하여 생성

• 립싱크와 동작이 어느정도 자연스러움

2015년 기대 성능 확보

•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감“ [2018,12]

• 높은 성능 확보, 사생활 감시 우려감

• But, 사람이 속이면 당하는 수준

• 감정, 성별, 나이, 상태 등 인식 가능

유료 API  : 구글, 아마존

네이버

• Clova Face Recognition (CFR)

• 유명인 얼굴 인식 및 얼굴 감지

카카오

• 얼굴 인식, 상품 인식 A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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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AI 뉴스만들기 2

AI 아나운서 : 국영 통신사 Xinhua, 검색 엔진 Sogou가 협력, 2명의 AI 아나운서 제작, 영어 담당도

현실 적용 문제 : ‘아나운서’로서의 역할이 필요, 고인과의 대화 등 가상 현실 분야에 적용이 예상됨

2018 Alexa Prize Finals

아이폰 X의 Animoji

[사람인가 AI인가…중국, 세계 최초 인공지능 여성 앵커 개발, JTBC News.. 20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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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은이미현장에서 2

인공지능 CCTV : 中당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 톈왕(天網·하늘의 그물), 빅브라더 우려

긍정적 활용 : 2년동안 2천명이상의 범죄자 체포, 얼굴이 확인하고 화장실 휴지 제공 등

https://www.youtube.com/watch?v=MCitKp2nedY (편집)

2018 Alexa Prize Finals
https://developer.amazon.com/alexaprize

“사람이 AI를 속이는 것은 아직 쉽다”

[KBS 뉴스 2019.1.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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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대화기술의수준 2

예약 등 작업 수행 질의 응답 / 언어 분석 일상 대화 / 감성 대응

공통

• 한국어 분석 성능이 중요

• 주로 명확한 문장 형태가 존재

• DBMS 작업과 강력하게 연결됨

• 의도 (DB명), 대상 (entity, slot) 찾기

챗봇 빌더의 일부분

• MS, IBM, Oracle 등 IT solution 기업

• 클라우드 서비스화 되어가는 과정

• 문장 유사도 측정 기술의 발전이 빠름

일상 대화 데이터

• 개발 도구는 거의 완성된 상태

• 정리된 대화 데이터와 실생활 대화 데

이터가 모두 필요함

• 데이터가 많을 수록 덜 바보같음

감성 대응

• 역할에 따른 대화 운영 시나리오

• 감성 분석 기술은 최대 90점

• 보조자로서의 일관성있는 태도 필요

API 활성화가 부진함

• 기업 검색 솔루션이 진화한 상황

• 기능은 단순하지만, 대규모 지식 필요

• 전문 지식은 자체, 공용 지식은 API화

딥러닝 기계 독해

• 주어진 문단에서 답변 찾기 90점

• 상품평에서 긍부정 판단 90점

• 신문기사를 짧게 요약 긍정적

국내 OPEN API

• 언어분석 단계별 API : ETRI 등

• 솔르룩스 Adam open API 등

• 명확한 가격과 품질 등 가이드 부족22



챗봇서비스수준 2

시나리오 스타일 : <맑음> 감성 헬로우봇, 뉴스봇 썰리 등

Q&A 검색 스타일 : <흐림> 고객 응대, 은행 App, 쇼핑 App 등

헬로우봇
“다운로드 130만건, 대화량 3.3억건, 매출 6억원”고객지원 컨텍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챗봇 +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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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해는언제쯤되나. 2

24

BTS 노래 틀어줘. BTS 노래+를 틀+어라

BTS 신나는 노래 틀어줘. BTS (신나다?) 노래+를 틀+어라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
길의 다음 문장이 뭐야?

X + 다음 문장+이 무엇+이야

스스로 일반화해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제한적

사람의 감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감정이 태그되어 있다면 가능

미리 지정되어 할 수 있는 행동에 연관된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

이해/지시 검색/경험 해석/행동



NLP : 전통적방식과딥러닝방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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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칙, 통계

학습 코퍼스, 장비

정확하지만, 범위가 너무 좁음

부정확하지만, 범위가 넓고, 만들기 쉬움

형태소, NER, 구조, 
의미 관계 분석 등

구조변환, 감성 단어, 
동사 형태, 시제 등

사전, 구조, 관계, 의미

사전, 규칙



기계번역에서문장의표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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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ingua
(모든 언어로 변환이 가능한 중간 언어 표현)

encoder output
(기대되는 출력 문장을 생성하도록 학습된 표현)

Symbolic 표현 Deep 표현



기계식독해 2

27

사전이나 문법적인 분석이 없이도 (그것은 Deep 표현으로 학습되겠지)

질문에 대응하는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학습



기계식독해 2

28

사전이나 문법적인 분석이 없이도 (그것은 Deep 표현으로 학습되겠지)

문서에서 질문에 대응하는 답의 위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학습

문서

질문

답의 확률은
문서와 질문사이의

상호 주목도

Attention-over-Attention 모델

철수가 영희의 옆에 앉아...
그가 영희를 좋아해

그가 누구를 좋아해?

문서*질문



딥러닝을통한추론 2

29

(아직은 작은 단어 Set에 한정해서) 제한적인 추론이 가능한 모델



Deep Learning NLP는발전중 2

Symbolic AI     (추론) : 문제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Symbol 표현, 논리와 검색을 주요 도구로 사용

Deep Learning (직관) : 계산에 유리한 숫자들로 표현, 데이타로부터 표현과 연산을 학습, Deep 표현

Symbolic 표현은 이해가 쉽지만..., Deep 표현은 해석과 생성 능력을 제공

관우장비

트럭

건물

삼국지를 읽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의미가 적응되는 장치낮은 층에서 높은 층으로 갈수록 추상화되는 장치

오늘 신문에 뭐가 나왔지?

30



검색과대화비즈니스 3

KT 시가 총액 : 7.65조 <  카카오 시가총액 : 8.31조

SKT 시가 총액 : 21.76조 <  네이버 시가총액 : 22.66조

>> SBS 시가총액 : 0.4조 [2019. 1. 18]

플랫폼 (인터넷과 모바일AI) vs 콘텐츠 (검색과 매신저대화비서)

검색 서비스의 수익 : 검색당 광고 매출 20원 ~ 50원 (예) 

- 일간 40억건, 광고 평균 단가 1.5$, 광고 클릭률 3%  1건당 0.045$ * 40억건 * 365일  657억$/년

- 12월에 가장 비싼 광고 : “기숙 학원“  입학생 1인당 예상 매출 2000만원, 1회 클릭 3만원 이상

대화 서비스의 수익 : 음성 대화당 플랫폼 사용료 지출 (음성 10원 + 작업 수행)

- AI 스피커 : “우리 아들이 재수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기숙학원을 추천해줘“

 “죄송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구글 어시스턴트, 2018. 1. 18]

대화 서비스의 수익 모델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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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대화형검색서비스 3

검색은 키워드, 몇만개가 80% 차지

DataBase Query + Information Retrieval

대화는 문장, 키워드n * 명령어 + 왜?

서비스의 주도권 : 검색은 공급자, 대화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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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사용자의요구 3

실제로 궁금한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AI의 답변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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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ic 사고 Deep 직관과공유 3

사용자 Deep 프로파일 고객과 고객의 경험을 연결

최민석
조영환

김도식

변성준

화장품

의사 결정 값

(예: 구매 선호도)

다른 손님이 지난번에 구매
하신 제품을 써보고 어떠셨

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좀 물어봤더니, 이 제품은
영환님 같은 분께는 어울
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고맙다고 전해달래
요.

대화를 추상화해서 기억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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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만족하실수있도록＂ 3

게이트박스, 본체 15만엔, 15,000원/월 [18.10.22] https://www.youtube.com/watch?v=AhPpusMJzDc

2018년 10월 예정, 

게이트박스 판매 연기

Jibo Farewell

불만족의 경험과 공감의 경험이 공존하는 UX  “AI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35



AI 기능과넓어지는서비스속성 3

비서 기능  공유얼굴 인식  관심시각 인식  자율

한번 말하면 모두 알게 됨

Autonomy, Watching, Network를 통해 다양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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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스피커로 시작된 대화형 플랫폼이 이미 대중화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음성/영상/언어 등의 일부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에 필적하는 AI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대화형 서비스의 오픈 플랫폼화와 언어 이해 기술의 향상이 진행중에 있음.

• 불완전한 AI와 까다로운 사용자의 니즈가 캐릭터를 매개로하는 감성으로 만나기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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