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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는 최근 사용
자수가 급증하면서 웹기반 SNS 사용자수를 2015년부터 
추월하였으며, 이로 인해 채팅 기반 플랫폼에 대한 관심
이 많아 지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대부분 메신저 앱
을 사용하고 있으며, 메신저 앱을 사용하여 챗봇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 새로운 앱 설치 없이 누구나 익숙한 
환경에서 챗봇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문화 소재를 챗봇 
서비스에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소재인 전
통문화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전통문화 창작분야 AI챗봇 서비스 모델

1. 현황

  현재 딥러닝, 자연어처리 등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발
전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챗봇’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 및 성장 중이다.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사용증가, 정보와 지식 중심의 콘
텐츠에서 공감과 재미의 콘텐츠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
스에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확장중이다. 이러한 디
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문화 분야에서도 역사적인 
사실 정보와 함께 전통기록 자료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
로운 이야기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 전통문화 
창작분야의 AI챗봇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 창작분야의 AI챗봇 서비스 대
상으로 이야기 소재 중심의 전통기록 자료를 가공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스토리 테마파크>를 살펴볼 것이다. 
<스토리 테마파크>에는 전통기록 자료를 사건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서비스 중이며, 당시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
해하기 위한 배경이야기,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등의 부
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서비스 
내용이 웹 기반 서비스와 동시에 AI챗봇 인터페이스로 
전통기록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면 새로운 창작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스토리 테마파크 서비스

  <스토리 테마파크>에는 개인적인 하루의 일상 기록이
나 상소, 서원 건축, 여행, 임진왜란 당시 양반 피난민들
의 이야기,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양반의 생활 모습 등 직
접 겪으며 경험했던 실제 스토리 요소가 사건 단위의 이
야기 소재로 재구성되어 있다.

▶▶ 그림 1. 스토리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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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러닝, 자연어처리 기술이 챗봇(채팅+로봇)에 적용되어 금융, 헬스케어, 여행, 방송 등의 분야를 중심

으로 챗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문화 관련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전통문화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문화 소재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소재로 활용 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

나 현대적인 재창조의 폭넓은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팩트를 다루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발굴에 대한 창작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로서의 전통문화 분야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는 예비창

작자와 일반인에게 창작의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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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서비스 내용은 [그림 2]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김광계(金光繼, 1580~1646)가 쓴 생활일기인 매원일기
(梅園日記)는 1603년 1월 1일부터 1645년 9월 30일까지 
약 42년간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자료이다. 그중 김광계
가 자식들을 시켜 서책을 관리했던 1628년 6월 22일의 
기록이다. 원문 일기의 내용을 현대화하여 알기 쉽게 정
리가 되어 있으며, 관련된 시대적 배경 정보와 멀티미디
어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입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그림 2. 테마스토리, 멀티미디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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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문화 창작분야 AI챗봇 서비스 방안

  <스토리 테마파크>는 전통기록 자료에 나타난 사건, 
시기, 인물 등을 분석하여 관련된 이야기 소재 내용과 사
건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소재 이
야기 종합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장르의 
예비 창작자와 창작자, 일반인들에게 소재를 제공하여 
새로운 창작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창작자들의 관점에
서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가공하여 웹 기반 서비스와 동
시에 AI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학습셋 개발을 위해 1단계로 이야기 소재, 
배경 정보, 멀티미디어 AI챗봇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
을 위한 데이터로 변환하고, 2단계로 1단계 결과의 데이
터로 집계, 통계 분석, 알고리즘 학습 등의 기계학습을 
진행한다.

▶▶ 그림 3. AI챗봇 데이터 단계별 절차

  예를 들어 이순신의 이야기를 검색하였을 때 단순한 
통합검색의 결과가 아니라 챕터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아이콘(이야기 소재, 배경이야기, 멀티미
디어, 인물 등)을 선택하여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선 중기의 학자인 오희문(吳希文, 1539~1613)
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쓴 일기인 쇄미록(瑣尾錄) 1598
년 12월 16일의 기록에는 ‘통제사 이순신이 적의 탄환에 
죽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소재가 정리되어 있다. 조보
에 담겨있는 통제사 이순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읽
다가 노량해전 이후의 일본군의 움직임에 대해 궁금하다
면 연관자료인 배경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4. AI챗봇 서비스 예시

Ⅲ. 결론

  ‘전통’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스
토리텔링이 있는 영화, 드라마 등의 소재로 전통문화 콘
텐츠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전통기록 자료에는 다양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았
던 여러 계층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전통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산업으로의 창작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스토리 테마파크> 서비스와 관련된 전통
문화 사이트(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
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와의 상호 연계를 통해 
전통문화콘텐츠 창작분야 종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
로운 창작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성근, 신민철, 강주영, “챗봇 기술 소개 및 사례 분석”, 
한국통신학회, 정보와 통신 열린강좌 제35권, 제2호, 
pp.21-28, 2018.

[2] 민수진, 김헌진, 송근혜, “메신저 기반 챗봇(ChatBot) 
기술의 동향과 군 적용방안”,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623-643, 2017.

[3] 윤상오,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제32권 제2호, pp.83-104,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