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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의 요성과 가치가 두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챗 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신조어를 의미를 제공하는 챗  시스템의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Watson Assistant를 활용하

여 신조어의 의미를 제공하는 신조어 챗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Watson Assistant는 자연어 형식

으로 된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지원하는 API다. 웹 크롤링을 통해 신조어 데이터를 수집  장하고, 
Watson Assistant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여 신조어의 의미를 추출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실 세계에서 끊임없이 양산되는 신조어의 의미를 빠르게 악할 것이라고 기 한다.

1. 서론

   화형 에이 트(Conversational Agent)는 사용자와 시

스템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연어 처리

를 통해 자연스러운 화를 수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러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구 하기 해 언어 처리 모

듈을 직  구성했다[1]. 재 개발자들이 화형 에이 트

를 쉽게 구 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업들은 언어 처리 기능

을 자동화한 API를 배포하고 있다.

   챗 (Chatbot)은 화형 에이 트의 한 로써, 정해진 

응답 규칙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스템

이다. 주제에 맞는 간단한 질의 응답형 챗 에서부터 사용

자의 패턴을 분석하는 서비스까지 차 그 활용 범 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까지 결합하는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 이다[2].

   인공지능은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과 같이 인

간 지능과 련된 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공

학 분야이다. 인공지능은 로  공학이나 미래의 모습을 내

포하고 있지만, 공상 과학 소설의 비 실 인 로 을 넘어 

실 인 첨단 컴퓨터 공학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계

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인공지능의 지능이 신 으로 발

하고 있다[3].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 처리 기

능을 지원하는 기술로 IBM의 Watson Assistant가 있다. 

Watson Assistant는 앱과 사용자 간 자연어 화 로우

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API다. 이를 활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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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도(Intent)를 악하여 의도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챗  서비스는 인간과 인간이 화 

하듯이 인간과 컴퓨터 간에 화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따

라서 IT 기기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도 챗 과 화

를 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나 쉽게 

근 가능한 신조어 챗 을 이용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신

조어의 의미를 단 시간 내에 악하기 해 신조어 챗

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Watson Assistant와 웹 크롤러, Node.js를 

활용하여 신조어 검색  학습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

는 신조어 챗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챗 (Chatbot)

   챗 (Chatbot)[4]은 음성이나 문자를 사용하는 인간과

의 화를 통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로그램

이다. 한 화형 인터페이스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챗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 미디어 산업의 기를 타개하

고자 챗 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5]. 한 챗 에 크라우

드 소싱(Crowdsourcing)을 목하여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 한 사례도 있다[6].

   챗 의 동작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인간의 언어에 자

연어 처리 기술을 용한 언어 이해 방식이 있고, 입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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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의 특정 단어를 악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검색 방

식이 있다. 한, 각본에 따라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결과

를 출력하는 각본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 이해 방식과 검색 방식, 각본 방식

을 모두 결합한 신조어 챗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2.2 Watson Assistant

   Watson Assistant[7]는 자연어 형식으로 입력된 질문

에 응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이며, IBM에 

의해 개발되었다. 재 융, 방송, 의학, 교육, 쇼핑등의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다.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데이터 인사이트의 기능을 하는 총 28개의 API를 제공하

고 있으며, 지속 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조어 챗 에 사

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청의 컨텍스트(Context)를 

정확하게 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는 Watson 

Assistant를 활용하여 신조어 챗  시스템을 구 한다. 

3. Watson Assistant를 활용한 신조어 챗

   본 논문에서는 Watson Assistant를 활용한 신조어 챗

 시스템을 구 한다. 신조어 챗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

의를 악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해당 신조

어의 의미를 출력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조어 챗  시스템의 체 구

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신조어 챗  시스템의 체 구성도

   (그림 1)의 ①에서는 사용자가 어 리 이션(카카오톡)

과 상호작용한다. ②에서는 어 리 이션으로부터 서버가 

사용자의 입력을 달받는다. ③에서는 서버가 달받은 

텍스트에 해서 자연어 처리를 하기 해 Watson 

Assistant API를 호출한다. 호출의 결과로 사용자의 의도

와 핵심어를 달받는다. ④에서는 서버가 핵심어에 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사용자에게 출력한다.

3.1 신조어 데이터 수집  장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조어 챗  시스템은 웹 크롤

링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최신성을 보장한다. (그림 2)

는 웹 크롤링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최신의 데

이터로 갱신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웹 크롤링은 Multi-thread downloader를 기반으로 동

작한다. Multi-thread란 하나의 독립 인 실행 로그램 

내에서 여러 개의 세부 실행 단 가 병행 으로 처리되는 

처리 방식을 의미한다. 

(그림 2)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한 웹 크롤러 동작 과정

   (그림 2)의 ①에서는 주기 으로 약속된 시간에 

Scheduler가 동작하여 Thread를 동작시킨다. ②에서는 

Thread가 ①에서 달 받은 URL을 하나의 Queue에 장

하는 작업을 한다. ③에서는 Thread가 Queue에 장된 

URL을 추출하여 해당하는 웹의 데이터를 싱하여 변화

된 데이터를 확인한다. 변화된 데이터가 발견되면 이를 데

이터베이스에 갱신한다. ④에서는 Queue에 장된 URL이 

없으면 다음 Scheduler의 동작을 기다리게 된다.

   본 논문의 신조어 챗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의 데이터를 가지는 것을 보장하기 해 웹 크롤러를 사

용한다. 웹 크롤러를 통해 키백과에 새로운 신조어의 개

념과 의미가 추가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는 작

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신조어 챗  시스템

에 질의를 하 을 때,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3.2 사용자 의도  핵심어 악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조어 챗  시스템에서는 사용

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자의 의도(Intent)와 핵심어

(Entity)를 악하고자 Watson Assistant API를 사용한

다. Intent란 챗 과 화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말하고,   

Entity란 입력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요 키워드를 의미

한다. 사용자의 요청에서 추출된 Intent와 Entity를 통해 

시스템이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사용자의 입력 문장에서 Intent와 Entity를 악하는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은 (그림 3)과 같다. Chat Message는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이 수신한 메시지를 나타낸다. ①에서

는 API 호출을 통해 Intent와 Entity를 추출한다. ②에서

는 추출된 결과를 시스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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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질의로부터 Intent / Entity 추출

   Watson Assistant API를 통해 어 리 이션에 자연어 

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신조어 챗 과 일반 사용자와의 상

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컨텐츠로부

터 개념, 엔티티, 키워드, 카테고리, 감성등과 같은 메타데

이터를 추출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다.

 

4. 설계  구  결과

4.1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조어 챗  시스템의 논리 인 

구조인 클래스 다이어그램(Class Diagram)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체 시스템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신조어 챗  시스템의 사용자를 

나타내는 ①User 클래스, 서버를 나타내는 ②

ApplicationServer 클래스, Watson Assistant를 나타내는 

③WCS(Watson Conversation Service) 클래스, 데이터베

이스를 나타내는 ④MongoDB 클래스로 구성된다. ⑤

IApplicationServer와 ⑥IWCS는 각각 ApplicationServer

클래스와 WCS 클래스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User 클래스로부터 ApplicationServer 클래스에 입력이 

달되면, ApplicationServer는 WCS에 달된 데이터의 

Intent와 Entity를 요청한다. WCS로부터 결과를 받으면 

Database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여 User에게 제공

한다.     

4.2 데이터베이스 설계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신조어 챗  시스템은 사용자

의 질의에 따른 신조어의 의미를 출력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은 미리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로써 신조어의 의

미에 해 장된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효율 인 

데이터 목록 리를 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로는 NoSQL기반의 MongoDB를 사용한다. 

   MongoDB는 JSON과 같은 동  스키마형 문서들을 선

호함으로써 통 인 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차별화된

다. MongoDB는 데이터 단순 검색  추가 작업이 간단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웹 어 리 이션(Web Application)

에 자주 활용된다. 일반 인 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

용하는 행(Row)이라는 개념보다 유연한 모델인 

Document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복잡한 계층

계를 하나의 코드(Record)에 입력  표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신조어 Document의 JSO N 형식은 (그림 5)와 

같다. ①은 데이터들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 키 값이다. 

②는 신조어의 이름, ③은 신조어의 의미, ④는 신조어의 

시를 나타낸다. ⑤는 Document가 생성된 날짜, ⑥은 수

정된 날짜이다.

(그림 5) ‘뿌먹’ 신조어 Document의 JSON 형식

4.3 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웹 크롤러, Watson Assistant, Node.js 

를 활용하여 신조어 챗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림 6)은 '뿌먹'과 ' 먹' 이라는 신조어를 사용자가 

질의한 결과를 출력한 화면이다. 신조어 챗  시스템을 통

해 사용자가 요청한 신조어에 한 의미를 출력해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신조어 챗 과 데이터베이스를 리하기 

한 리자 웹 화면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웹 크롤링을 통해

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리자 웹을 통해 직  

신조어를 추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동 인 데이터 

리를 가능하게 하 다. 한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한 결과

를 통계치로 나타내고,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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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조어 ‘뿌먹’, ‘ 먹’의 검색  결과 화면

(그림 7) 리자 웹 화면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Watson Assistant 기반의 신조어 챗  

시스템을 구 하 다. 신조어 검색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웹 크롤러, Watson Assistant API, 

Node.js를 활용한 챗  시스템를 구 하 다. 

   웹 크롤러는 키백과의 신조어 목록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신조어가 추가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신조어를 갱신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을 보장한다. 사용자가 신

조어 챗  시스템에 신조어를 질의하면, 시스템은 사용자

의 의도를 정확하게 악하기 해 Watson Assistant를 

통해 컨텍스트를 분석한다. 그리고 Node.js로 구성된 서버

를 통해 결과값을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신조어의 의미를 

쉽게 악할 것이라고 기 한다. 향후 신조어 외에 다른 

언어를 지원하는 챗  시스템을 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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