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봇이란 자동화된 대화를 통해 목적을 이루도록 

설계된 기술이자 서비스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1]. 

힘입어 챗봇 서비스는 점점 다양한 응용으로 개발되

어 서비스되고 있고 고객 상담 예약 주문을 위한 , , , 

서비스 외에도 대학이나 기업 안내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개발된 챗봇 시스템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에서 톡톡한 한경‘

이 를 검색하여 친구를 맺으면 사용할 수 있는 챗봇 ’

서비스이다 사용자가 제일 처음 플러스 친구를 맺. 

으면 웰컴 인사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필요시

에 챗봇을 호출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 검색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주어진 선택지를 선택하여 답변을 얻는 

방법 두 번째로는 직접 입력하여 답변을 얻는 방법, 

이다 학교 관련 정보 학과 관련 정보 캠퍼스 내 . , , 

시설에 대한 정보 학점 계산에 대한 정보 학교 주, , 

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타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 서비스들을 직

접 사용해봄으로써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하였

다 또한 카카오 오픈빌더 플랫폼이 카카오. , ‘ I [2]’ 

톡 챗봇 개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가 활발하여 많

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챗봇 서비스가 카카오톡, 

을 통해 많이 제공되는 만큼 가장 적절하다 생각되

어 선택하였다 타 대학교에서 개발 서비스 중인 챗. 

봇 서비스로는 킹고봇 톡수리 중앙대 챗봇 [2], [3], 

서비스 가 있다 킹고봇은 성균관대 학내 정보 제[4] . 

공 서비스로서 학번으로 학생을 등록하여 개인화 정

보 서비스가 가능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적 정, 

보와 학교 조회를 통해 도서관 좌석 및 빈 강의DB 

실 조회 등 동적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회 기

능을 제공한다 톡수리는 연세인을 위해 학술정보 . 

제공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대 챗봇 서비스는 학식메뉴 강. , 

의시간표 교내연락망 도서관이용에 관한 정보 등, , 

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톡톡한 한경. 

이는 한경대 교내외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 

술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대화가 가능하다 개인별 . 

학점 계산과 캠퍼스맵과 지도를 제공하고 설정을 통

해 원하는 정보 알림 받을 수 있다.

그림 은 제안하는 챗봇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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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도를 도시한 것이다 사용자가 카카카톡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 서버에 질문을 

전달하고 를 통해 미들웨어의 기능을 제공하여 , API

챗봇 서버를 통해 응답을 리턴하여 준다 그림 . ( 2)

는 챗봇 서버와 미들웨어를 통해 기능을 제공하는 

구조도를 도시하였다 사용자로부터 질문을 입력 받. 

으면 자연어 이해와 자연어 생성 모듈을 통해 1. 2.

응답을 제공한다 자연어를 이해하는 과정은 발화. 1.

내용을 분석하여 문맥을 파악하고 내 외부 모듈 사・

용 여부를 결정하여 미들웨어로 요청하거나 자연2.

어 생성 모듈로 결과를 전달한다 외부 모듈을 사용. 

하는 경우 미들웨어에 정보를 제공하여 그 결과를 

리턴 받아 자연어 생성 모듈로 입력된다 표 은 . < 1>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개발한 톡톡한 한경이 챗봇 ‘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다.

설계된 챗봇 서비스는 카카오 오픈빌더를 통해 I 

개발하였다 사용한 개발언어는 . HTML, JAVA, 

이고 를 사용하였Python, PHP , postgreSQL DBMS

다.

그림 은 개발된 화면의 예시이다 사용자를 처( 3) . 

음 만났을 때 발송하는 웰컴 블록과 졸업학점 계산

을 문의하였을 때 학점계산 홈페이지로 연결 버튼이 

제공되는 화면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연한 대화를 통해 학내 정보 및 

학교주변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졸업학점을 계산

하여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향후 학내 학사 및 행정 시스템과의 연동을 한다면 , 

실시간 및 개인화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며 머신러닝 기술을 고도화하여 더욱 유연한 대화, 

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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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학교정보
학사일정 학과 장학금 주요서비, , , 

스의 정보를 제공

캠퍼스정보 
캠퍼스 지도 건물 내부의 정보를 , 

제공

졸업학점계산
졸업학점과 수강해야할 잔여 교과

목을 제공

학교주변정보 
학교 주변 시설의 지도 이벤트 정, 

보를 제공

학점계산 

홈페이지

졸업학점을 계산 수강해야할 과목, 

과 수강한 교과목을 조회할 수 있

는 웹 페이지

데이터관리

학교정보 캠퍼스정보 학교주변정, , 

보의 데이터 학점 계산에 필요한 , 

교과목 데이터가 저장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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