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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메신  랫폼 상에서 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형 인공지능 챗 (Chatbot)을 제안한다.  

별도의 애 리 이션에 들어가서 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챗

은 메시지 앱 내에서 화형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 챗 은 Amazon Web 

Services 서버, Dialogflow API, ODSay API, 공공데이터 포탈 API 등을 통하여 구 되었다.

1. 서론

   챗 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가 경로 찾기, 교통 

실시간 도착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지도 애 리

이션을 설치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메신  랫

폼으로 지도 애 리 이션이 갖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챗 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우선, AWS로부터 Ubuntu16.04 서버를 

제공받아 메신  랫폼 서버를 통해 달받은 사용자의 

메시지를 처리한다. Dialogflow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메시지 즉, 자연어를 처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

엇인지를 악한다. 마지막으로, ODSay API와 공공테이

터 포탈 API를 사용하여 경로 찾기, 교통 실시간 도

착정보 등의 정보를 얻은 후 메신  랫폼 서버로 응답

을 주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2. 련연구

   모바일 메신 를 사용한 챗  련 연구는 다음과 같

다. ‘분실물 자동응답 챗 ’[1]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

는 분실물들을 통합 리하는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로

부터 오  데이터를 받아 서버와 사용자가 정보를 주고받

는다. 분실물 자동응답 챗  시스템은 카카오톡 메신 , 

분실물 자동응답 챗  서버, 자연어 처리 분석 서버, 데이

터베이스 서버로 구성된다.

   ‘입시 상담 챗 ’[2]은 입학 상담을 한 질의응답 챗

이다. 한 처리와 입시 련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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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 ‘입시 상담 챗 ’은 도

우환경에서 오 소스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카카오톡 

자동응답 API를 사용한다. Flask를 이용하여 웹서버를 구

축한 뒤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챗 으로 사용자의 질의를 

받는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해서는 KoNLPy를 사용

하여 문장을 형태소로 나 다.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룰 기반 챗 ’[3]은 사용

자가 출발지와 목 지를 입력하면 최단거리, 최소한승 등

의 검색의 우선순  선택지를 제안하여 빠르게 필요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용자의 치를 단하여 

탐색 정보의 폭을 좁히며, 소규모 경향 측을 한 치

기반 서비스 화형 로그램으로서 채 과 유사한 환경

에서 이용하기 해 사용자의 일상어를 통역하여 인식하

는 자연어 처리 기술  방 한 자료를 통해 경향을 추출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선별하기 한 테이

터마이닝 기술을 사용한다.

3. 제안 방법

3.1.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형 AI 챗 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본 시스

템은 크게 KakaoTalk 서버, MYSQL 데이터베이스 

AWS(Amazon Web Services)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KakaoTalk 서버는 사용자가 챗 에게 보내는 메시지

를 받는 곳이다. 이 서버는 AWS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응답을 해 다. MYSQL 데이터베이

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직  메시지와 그에 해당하는 응답

을 장하여 화의 내용을 기억하기 해 사용한다. 

- 696 -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8. 11)

(그림 2)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 시

AWS 서버는 자연어 처리를 제공하는 Google의 

Dialogflow API, 교통 경로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ODSay API, 교통 정보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공공데

이터 포털 API 등 주요 API들을 연결하고 유효성 검사, 

데이터 처리 등 챗 의 주요 기능을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 로 국내에서 94%의 유

율을 차지하는 카카오톡을 사용하 지만 구  어시스턴트, 

페이스북 메신 , 라인 등 다양한 모바일 메신 로 체 

가능하다.

(그림 1) 치 정보를 제공하는 챗  시스템 구조

3.2. 동작과정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텍스트를 입력하면 

Dialogflow를 통해 Intent 구분을 한 후, 해당 Intent 기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Entity들이 존재하는지 유효성검사를 

한다. 이 때, Intent는 사용자의 화 표 이나 패턴을 

action으로 바꾼 것이다[4]. Entity는 사용자의 화 표

이나 패턴  정보 제공을 한 특정 단어를 표한한 것이

다. 유효성 검사를 바탕으로 모든 Entity들이 채워져 있음

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경로 검색, 교통정보 

검색)을 제공한다. 경로검색과 교통 정류장 검색의 경

우에는 ODSay API를 사용하고, 실시간 교통 도착정

보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포털 API를 사용한다.

   사용자에게 응답하기  MYSQL 데이터베이스에 화

를 장해 두어 Entity들을 채우는 방향으로 화를 유도

한다. <표 1>은 Dialogflow에서 구분하는 Intent들의 종류

와, 각 Intent들이 필요한 Entity들과 필수(Required) 

Entity들을 기술한 것이다.

Intent명 Entity명 Required(필수)

Bus
bus_station X

bus_number X

Subway
subway_station X

subway_number X

PathFind

all_from O

all_to O

transportation X

<표 1> Dialogflow에서 구분하는 Intent와 Intent별 Entity 

4. 실험 환경  결과

4.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형 AI 챗 은 메신  랫폼인 카카오톡만 설치되어 있

으면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내에

서 ‘내가알려 지도’를 검색한 뒤 친구 추가를 하면 챗

과 채 이 가능하다. 친구 추가 후 채 하기 이모티콘을 

러 챗 과 화를 시작한다. 제안 챗 의 구성 환경은 

<표 2>와 같다.

챗봇 구성 환경 사용 종류

서버 AWS(Amazon Web Services)

프레임워크 Django

데이터베이스 MYSQL

사용언어 Python

사용한 API
KakaoTalk 자동응답 API

ODSay API
공공데이터 포털 API

자연어 처리 Dialogflow

<표 2> 치기반 AI 챗 의 구성환경 

4.2.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은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신 에서 카카오톡 

러스 친구 ‘내가알려 지도’에 개발자가 Dialogflow에 

자연어를 학습시킨 형식에 맞게 메시지를 (그림 2)와 같이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sessionID를 장 후 Dialogflow

에 메시지를 달한다.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가 Dialogflow 서버에 달되면 

Dialogflow는 (그림 3)과 같이 Intent와 Entity를 구분한

다. Dialogflow를 통하여 구분된 Intent가 PathFind라면, 

구분된 Entity  출발지(all_from)와 도착지(all_to)는 

Geocoder를 통하여 경도/ 도로 변한된 뒤 (그림 4)의 

URL을 통하여 ODSay에 요청을 보낸다. ODSay의 결과

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경로 정보 처리를 한 뒤 카카오

톡 서버에 (그림 5)와 같이 최종 결과를 달한다.

(그림 3) Dialogflow가 악한 IntentName과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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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DSay에 보내는 URL

       

(그림 5) 경로찾기 최종 결과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과 이썬 서버를 이용한 치

기반 AI 챗 을 제안하 다.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신 에 

경로를 찾는 메시지나 실시간 버스, 지하철 정보를 요구하

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Dialogflow가 의미를 분석하여 

ODSay API 혹은 공공데이터 포털 API를 통하여 정보를 

얻어와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챗 의 구  결과, 지도 련 애

리 이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메신  내에서 간편하고 빠

르게 경로 찾기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함을 제시하 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경로 찾기와 

실시간 교통정보 이외에도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그에 맞게 더욱 다양한 공공데이터 포털 API를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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